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versity of Guelph (UoG)의 “ESL program”은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 진학

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어권 국가 학생들을 위한 생활영어 및 고급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교육과정은 비영어권 국가 학생들을 장기간 가르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Toronto에서 서남 방향으로 약 70 km 거리에 인구 약 10만 명인 Guelph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캐나다 대표적인 대학인 UoG가 있습니다. UoG는 북미의 

최우수 대학으로써, 훌륭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명성

이 높은 연구업적과 사회공헌 등으로 캐나다 종합 대학 순위에서는 매년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UoG 캠퍼스에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

과 북미 (캐나다 및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대학 학업 시작을 위한 최고의 환경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날짜 

English  
Language 
Certificate 

Program 

영어  학습  

프로그램  

소개 

영어 수료 프로그램  

 영어 수료 프로그램 (ELCP)을 끝낸 후 수료증을 받으면 Guelph 대학교의 

학부 과정 신청에 필요한 영어 실력 요건을 만족시키게 되어TOEFL 이나 

IELTS 같은 영어 능력 시험을 따로 치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uelph 대학

의 학사과정을 밟기를 원하는 학생분들께는 이 프로그램을 수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수료프로그램(ELCP)는 Guelph 대학교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 학사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추게 해주어 성공적인 학교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겨울 2017 

 
여름 2017 

 
가을 2017 

1월4일  5월4일  8월30일 

3월1일  6월28일  10월25일  

입학요건 

 만 18세나 그 이상의 나이 

 만 17세일경우 캐내디언 보호자 필요 

 고등학교 졸업자 

 우수한 고등학교 성적 

 영어를 배우시길 간절히 희망하시는 분 eslguelph.ca 

프로그램 시

작 날짜 이전 

1~2일 도착 



 

비용  ($CAD) 캐나다 달러  

비용: (캐내디언 달러) 7주  14주  

입학원서 $ 150 $ 150 

학비 $2200 $4280 

학생 서비스 비용(버스,  

교내 운동시설 이용권 등) 
$ 500 $ 650 

의료보험 $ 110 $ 220 

구엘프 대학교 

English Language Programs  

프로그램 

University of Guelph,160 Johnston Hall 
Guelph, Ontario, N1G 2W1   

CANADA  
eslmktng@uoguelph.ca 

korea@uoguelph.ca 
esl@uoguelph.ca 

 

홈페이지:  

English Language Programs:  
www.eslguelph.ca  

 
University of  Guelph:  

www.uoguelph.ca 

여정과 숙박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홈스테이를 하는 방법과 기숙사에서 지내는 방법 크

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홈스테이를 하시게 되면 캐나다 현지인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로 많은 생활 영어를 접하게 되어 회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캐나다의 문화 및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홈스테이 비용으로 하루 세 번의 식사와 숙박이 포함됩니

다. 또한 개인 선호에 따라 캠퍼스 내에 위치한 기숙사를 선택 하실 수도 있

습니다. 독립 된 생활과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과 교류를 원하고 다양한 캠퍼

스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러분 앞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은 캐내디언 문화와 생활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교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토론토 시내, 나이아가라 폭포, 메노나이트 

빌리지, 자연 보호 구역 탐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 그리

고 사교적인 행사들도 포함됩니다. 

공항에서 구엘프까지의 교통 수단 
   예약 문의는: Red Car Service: www.redcarservice.com 

캐나다에서의 생활 

ESL학생들을 위한 활동 

의료보험 

 UoG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을 요구합니다.  
의료보험비용은 한학기(14주)에 CAD$ 200 이며, 캐나다에 도착하는 날 부
터 유효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하여 지원 서류와 관련 정보에 대해 상담 하시 길 바랍
니다. 개개인과 신청하는 나라에 따라 비자 발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캠퍼스  Book store 에서 구매 가능  

교과서 (레벨 별)  $250 

$800 
$300 

여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