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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SSIS跟着我们专业的IB老师学习吧！我们为备考六月托福的学生准备了两组为
期六周的特训课程。本课程适合备考托福的9年级及以上的学生。我们建议本校
目前英语等级为四级或以上的学生参加此课程。托福考试成绩的有效期为两年。  
• 课程A：每周三，3月7日至4月18号（共六周）  
• 课程B：每周三，4月25日至6月6日（共六周）  
授课时间：周三，下午5点至7点  
费用：2,160元（本校学生），2,400元（非我校学生）  
班级人数：每班最多10名学生  
学费中包含书本、班车(班车仅供本校 
学生乘坐）以及点心费用

托福培训班

周六英语强化班

本课程为期12周，旨在全面提高学生的英语听说读写能力。课
程设置在周六，方便学生更好地安排课余时间。  
授课时间：每周六，3月10日至6月16日  
• 3至4年级：上午9点至10点30  
• 5年级：上午10点45至12点15  
费用：1,200元（本校学生），1,440元（非我校学生）  
学费中包含书本和相关材料费用  
班车：班车仅供本校学生乘坐。根据需要另行收费，相关内容
请联系 activities@mail.ssis-suzh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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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6월 토플 시험을 대비한 2단계의 코스로 각 코스별 6주간 학
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B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지도하십니다.  9학년 이상의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적합
한 코스로 SSIS의 영어 4단계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한 토플 대비 코스입니다.  토플 시험 결과는 2년간 유효
합니다.  
•코스 1: 3월 7일 수요일 에서 4월 18일 수요일까지(6주) 
•코스 2: 4월25일 수요일 에서 6월 6일 수요일까지(6주)  
시간: 오후5:00에서 7:00 요일: 수요일  
6주 코스 비용: 2,160 rmb SSIS 학생. 2,400 rmb 일반.  
학급 정원: 최대 10명  
교재: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 플러스

상해 연세 수학과 함께 설계된 12주 수학 과정으로 한국 수학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한국 수학 과정의 이해와 
학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수학과정으로 토요
일 수학 프로그램과 학습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3월 5일에서 6월 4일까지(12주)  
•3 – 5학년:  월요일 오후 3:45에서 4:45 (주당 1회 1시간)  
•6 – 8 학년:  월요일 오후 5:00 에서 7:00 (주당 1회 2시간) 
•9 – 10 학년:  금요일 오후 5:00 에서 7:00 (주당 1회 2시간)  
3 – 5학년 비용: 2,400 rmb SSIS 학생. 2,700 rmb 일반. 
6 – 10 학년비용: 4,800 rmb SSIS 학생. 5,400 rmb 일반.  
학급 정원: 최소 8명  최대 12명 
교재: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플 플러스

수학	플러스	토요일	교실

이 과정은 수학 문제풀이 과정으로 주중 수학 프로그램과 학
습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학년에서 10학년까지
의 학생을 위한 과정 입니다.   
일정: 3월 10일에서 6월 16일까지(12주)  
6 – 8 학년: 토요일 오전 9:00 에서 10:30 (주당 1회 1.5시간) 
9 – 10 학년: 토요일 오전 10:45 에서 12:15 (주당 1회 1.5시간)  
비용: 3,600 rmb SSIS 학생. 4,200 rmb 일반.  
학급 정원: 최소 8명. 최대 12명 
교재: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플러스 토요일 교실은 빠른 진도와 학습을 위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수준 향상에 도움
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한국어 플러스와 함께 선택 하
실 수 있습니다.   
일정: 3월 10일에서 6월 16일까지(12주)  
• 3 – 4학년: 토요일 오전 9:00에서 10:30 (주당 1회 1.5시간)  
• 5 학년: 토요일 오전 10:45에서 12:15 (주당 1회 1.5시간)   
비용: 1,200 rmb SSIS 학생. 1,440 rmb 일반.  
교재: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플러스 토요일 교실

한국어 플러스 토요일 교실

한국어 플러스 토요일 교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영어 플러스와 함께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3월 10일에서 6월 16일까지(12주)  
• 3 – 4학년: 토요일 오전10:45에서 12:15 (주당 1회 1.5시간)  
• 5 학년: 토요일 오전 9:00에서 10:30 (주당 1회 1.5시간)   
비용: 1,200 rmb SSIS 학생. 1,440 rmb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