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nging Lives, Improving Life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를 지향하는 구엘프 대학교 

University of Guelph 



• 1 hour by car from Toronto 

• University of Guelph-Humber in Toronto 

University of Guelph’s 
온타리오주에 있는 3개의 캠퍼스 

토론토시
와 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구엘프 
대학교 



Guelph – The Royal City 
• 캐나다 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중 하나 

 

•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4.1% 

 

• 중간 사이즈,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인구수123,000 

 

•지난 7년간 캐나다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로 선정 



Main Campus - Guelph 

18,153    

학부생  

1:20  

수업 크기 

900+  
100+개의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  



Main Campus - Guelph 

2,120    

•대학원생  

100,000  

•145나라에 

퍼져있는 졸업생들  

$158.1  

백만 달러가 넘는 

연구자금 



91.7% 
 

2학년으로 돌아옵니다 

학생 성공률 

83.8% 
취업률 



 

PhD 또는 

같은 수준 

98.3%  

Quality Faculty 



 

학부 분포 



 

12개 학사 과정의 80개가 넘는 전공 

•응용 과학 
•미술학 
•학예학 
•생물자원 관리학 
•경영학 
•상업학 
•전산학 
•공학 
•조경학 
•과학 
•농학 
•환경학 

구엘프 대학교의 학사과정 



Bachelor of Science  
Animal Biology  

Biochemistry* 

Biological Science  

Biological & Pharmaceutical Chemistry* 

Biological & Medical Physics 

Bio-Medical Science 

Chemical Physics* 

Chemistry* 

Environmental Geoscience & Geomatics 

Food Science* 

Human Kinetics  

Marine & Freshwater Biology 

Mathematics 
 



북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합된 연구 시설과 교육 

Bachelor of Science con’t 
Microbiology* 

Molecular Biology & Genetics  

Nanoscience* 

Nutritional & Nutraceutical Sciences 

Physics*  

Physical Science 

Psychology: Brain and Cognition  

Theoretical Physics  

Biomedical Toxicology* 

Wildlife Biology & Conservation  

Zoology 



Co-op 주간 수입 
Commerce $335-950 

 

Bachelor of Science $405-800 

 

Engineering $475-860 

 

Environmental Sciences $450-780 

 

Applied Science  $350-900 

 

Computing $525-925 

 

Arts  $350-900 
 



 

취업률 

94%  

Graduate Success 



 

등록금  $18,254* 

기숙사& 식비  $10,136 

건강 보험             $684 

*과 마다 학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금 

약 2학기 비용 



Learn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해외 연수 프로그램 
30개국에서 들을수 있는 
56개의 연수 프로그램 

협동조합 
35개 전공의 학사과정 
수료중 일을 통해 더많은 
경험을 쌓을수 있습니다 

강의실 에서만 끝나지 않는 교육 



보장된 기숙사 입사 
 

 

 
각기 다른 환경의 

14개 기숙사 

Living On-Campus 

캠퍼스내 기숙사 생활 



 

캐나다 최고의 대학교 학식 

많고 다양한 캠퍼스내 식당가 



문화 공동체 
같은, 또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 

 

참여 하세요! 다양한 대학교 생활을 즐겨보세요! 

공연 예술 
음악, 미술, 연극 등 

학생 미디어 
교내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자원 봉사자 
70% 의 학생들이 캠퍼스내, 시내,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운동 
대학 대표팀, 대학 교내팀, 클럽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 및 배울거리 



Cultural 
Aboriginal Student Association 

African Society of Guelph 

Asian Focus 

Association for Baha’i Studies 

Campus for Christ 

Interfaith Student Council 

Indian Students’ Association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Jewish Students’ Organization 

Latin America Students Association 

Muslim Students’ Association 

Taiwanese @ Guelph Student Association 

Tamil Students’ Association 

University Catholic Community 

Vietnamese Student Society 

West Indian Students’ Association 

 

 

 

150+ 동아리 

Performing Arts 
Concert Winds 

Contemporary Music Ensemble 

Curtain Call Productions 

Drama Student Federation 

Early Music Ensemble 

Jazz Ensemble Band 

U of G Choirs 

 Student Media 
Carousel Literary Periodical 

CFRU Campus / Community Radio 

Station 

Chinese Showbox Radio Society 

Ontarion Newspaper 

Peak Newspaper 

thecannon.ca 



 

장학금 

• 장학금: $500 - $6,000 Canadian dollars 

 

•새 학기 당 한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장학금 지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English Language Programs  
영어 연수 프로그램 

University of Guelph 



Guelph 

영어 연수 프로그램 



선택 과목 

•ELCP- English Language Certificate Program  

 (ELCP – 영어 자격증 프로그램) 

 대학 입시 준비및 영어 연수를 위한 과정 

•GPP- Graduate Preparation Program (GPP - 대학원 준비 프로그램) 

•Custom Programs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영어 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입학 날짜 

  연간 6번의 입학 가능 날짜 

•겨울 학기 

•1월 8일 

•3월 5일 

•여름 학기 

•4월 30일 

•6월 25일 

가을 학기 

•8월 27일 

•10월 22일 

영어 연수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Certificate Program 
영어 자격증 프로그램 

  10개의 등급 
 

  초급에서 – 상급까지 
 
•각 등급당 7주 수강 
 
• 매주 25시간의 수업 

•문법 
•쓰기 
•읽기 
•회화 
•듣기 

 

영어 연수 프로그램 



영어 자격증 프로그램 

•  영어 학습 만을 위한 프로그램 
 
• 미래의 학교생활을 위한 영어 
준비과정 

 
• 상급 9 & 10 레벨을 마칠경우 
입학 가능한 학교들: 

-University of Guelph  

-University of Guelph Humber  

-Wilfrid Laurier University 

영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서비스 

•도서관 멤버쉽 

•체육관 멤버쉽 

•학업 관련 고문들 

•구엘프 대학교 e-mail 주소 

•시내버스권 

•인터넷 접속권 

•의료보험 

•버디 프로그램 

•회화 과외 선생 

•수많은 즐거운 행사들! 

영어 연수 프로그램 



  Buddy Program (버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수 있는 친구들 

•구엘프 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학부생및 
대학원생들 

•친구 
•동료 
•캠퍼스와 커뮤니티 가이드 

•멘토와 교육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영어 연수 프로그램 



활동들 

영어 연수 프로그램 



홈스테이 

Homestay: 홈스테이 

 

• 캐네디언 가족들과 
함께 생활 

 
• 캐나다 문화에 대한 
접근과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영어 연수 프로그램 



기숙사  

Residence: (기숙사) 
 

현 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내 기숙사에 
거주하게 됩니다 
 
•영어 연습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캠퍼스밖 
숙소를 찾을경우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 



 

ELP Korean Marketing Support Team 

korea@uoguelph.ca  

1-519-824-4120 x 58134 

 

ELP Student Services & Admission Team 

esl@uoguelph.ca  

1-519-824-4120 x 56463 / x 52149 

 

Homestay Coordinator 

homestay@uoguelph.ca  

1-519-824-4120 x 53744 Johnston Hall: ELP Programs office location 

Contacts 

English Language Programs 

Julian Inglis, 

Business Development and Program Manager 

519 824-4120 x 53814 / jinglis@uoguelph.ca 

www.eslguelph.ca / www.uoguelph.ca  

 

Carmela Delle Donne,  

Marketing and Recruitment 

519 824-4120 x 53575 

cdelledo@uoguelph.ca or eslmktng@uoguelph.ca  

 

mailto:korea@uoguelph.ca
mailto:esl@uoguelph.ca
mailto:homestay@uoguelph.ca
mailto:jinglis@uoguelph.ca
http://www.eslguelph.ca/
http://www.uoguelph.ca/
mailto:cdelledo@uoguelph.ca
mailto:eslmktng@uoguelph.ca


Come join us!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