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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정말 유익합니다.
저희는 영어를 배우면서 대학교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있어요. 
구엘프 대학교에는 재밌는게 정말 
많습니다선생님들은 항상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세요.

앤젤 비누엘라 리베라, 멕시코
통합 입학 전형 학생

“
“



INTEGRATED
ADMISSION
PATHWAY

운영 방법
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다섯 과목들을 (5 x 0.5 학점) 3학기 동안 마치세요. 구엘프 
대학교의 정규 학생으로 네 번째 학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학기 (가을): 영어 프로그램 수업 + 1x 0.5 학점 수업
� 두 번째 학기 (겨울): 영어 프로그램 수업 + 2x 0.5 학점 수업
� 세 번째 학기 (여름): 영어 프로그램 수업 + 2x 0.5 학점 수업
� 네 번재 학기 (가을): 정규 학생 수업 시작
*영어 프로그램은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학점 인정 수업을 들을 때 
필요로 할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구엘프 대학교의 과목당 학점 0.5
학점 (특별 경우 제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경력있는 영어 선생님들과 
교수진분들이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입니다. 또한, 대화 
교사, 영어 버디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그룹 등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영어 배움의 집
�  캠퍼스 속 생활과 배움을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지내보세요.
�  캐나다 친구들과의 관계 발전
� 영어 실력 발전

지원 가능 학위 과정 및 전공
다음에 제시된 전공 및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과목들을 들으면서 영어 
프로그램을 끝마쳐 시간을 절약하세요.

� 과학 학사 *
� 경영 학사 (첫해에 선언되지 않음)
� 문학 학사 *

*코옵 옵션을 포함한 모든 전공

입학 조건
�  아이엘츠 5.5, 토플 iBT 56 혹은

동등한 레벨
�  대학교 입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 실력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의 
학위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과 선택된 학점 
인정 강의들을 함께 들을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장된 입학에 구엘프 
대학교의 더 많은 전공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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