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대학교에서 성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영어 집중 심화 과정  
및 브리징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Program



캘거리
밴프

밴쿠버

토론토

시애틀

뉴욕

캐나다

미국

English Language Program 
(ELP)을 체험하세요

봄겨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기/ACC
언어 및 문화

심화 과정
IELTS

제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강사진과 함께 현대적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세요. 본교의 프로그램은 입문자에서 숙련자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영어 학습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 예비 과정 
13 주  

학기 프로그램 
13 주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14

페이지

여름 가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캠퍼스 도서관 이용

언어 및 문화 과정 
2 주15

페이지

아카데믹 영어
ELP 프로그램 및 과정

추가 선택 사항시험 준비

홈스테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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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

 

고품질 강의

 

온라인 (원격) 수업

 

다양한 수업 기간

 

소규모 수업 (평균 
학생수 16명)

 

영어 능력 테스트를 
통한 정확한 
레벨 배치

 

숙련되고 친절한 
학생 지원팀

 

세계 수준의 
대학 시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동기 부여

 

캠퍼스 내 WiFi 이용

 

교재, 인쇄물

 

응급 건강 보험**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

 

공공 기차 및 
버스 이용권*

 

사교 행사

 

프로그램 수료 시 
평가 및 수료증 부여

우수성
ELP 프로그램의 장점:

가치
모든 과정 수업료에 포함된 항목:

페이지

페이지

일반 ESL

9
페이지

심화 프로그램 
4/5 주13

페이지

IELTS TOEIC 
8 주 10 주 15

페이지 페이지

* 8주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만 적용됩니다. 봄학기 이용권 적용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학생에게만 해당

 

캠퍼스 내 
컴퓨터 이용

대면 수업 과정 수업료에 포함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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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세요!
캘거리 대학교는 캐나다 최고의 연구 중심 종합 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대학 전통과 캘거리 시의 활기찬 에너지와 다양성이 
융합된 곳입니다. 

 2

 1

캐나다에서 6번째 
Top 연구 중심 대학

전 세계 200대 
대학 중 하나*

재학생수  
30,000명 이상

213 헥타르 면적의 
현대식 캠퍼스와 
세계 수준의 시설

졸업생 취업률 94%, 
80%는 관련 분야에 취업

*2021년 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대학 랭킹 3



공공 기차(C-트레인)역 이용    
다운타운에서 대학 캠퍼스까지 12분 거리

에듀케이션 타워  
ELP 프로그램 사무실 위치

테일러 패밀리 디지털 도서관
북미에서 정보 기술 시설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

MacEwan 학생회관
레스토랑, 상점, 병원/치과, 유학생 센터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

올림픽 오벌
세계 수준의 스피드 스케이팅 시설

 3

 4

 5

 1

2

 3

 4

 5
4



캘거리에 와서 앨버타를  
만끽하세요!
캘거리 대학교는 캐나다 4대 도시인 캘거리 북서쪽 
(Northwest)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앨버타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행지에 둘러싸여 다양한 야외 활동, 쇼핑,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합니다.

English Language Program은 캠퍼스 안팎에서 
흥미진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최고의 국제 학습  
경험을 보장합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Tourism Calgary
로부터 제공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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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 —  
1년에 333일 이상

시내에서 국제 공항까지의 
거리 불과 20분

밴프 국립공원 및 세계 
수준의 스키 리조트가 

1시간 거리에 위치

겨울동안에는 따뜻한 
시눅 바람이 봄기운을 

가져옵니다

북미에서 가장 긴 
보행자 전용 실내 

스카이워크 네트워크

세계 공룡의 수도, 
드럼헬러가 1시간 반  

거리에 위치

캐나다 최대 도시* 
(인구: 140만명)

북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세계에서 5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 **

캐나다 내 최고 교육 수준*

캐나다에서 가장 다문화 
다민족인 도시*

캐나다에서 가장 젊은 
도시 (평균 연령 36세)*

안전, 청결, 친절 및 
서양식 환대로 유명

북미에서 가장 광범위한 
도시 보행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캘거리 
스탬피드의 본고장이자

National Music Centre가 
위치해 있는 곳

캐나다 최대의 록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는 재스퍼가 

4시간 반 거리에 위치

#4 #1 #3

#3 #1

*Calgary Economic Development         
** Global Liveability Ranking,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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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BT 70점 / IELTS 6.0점

TOEFL iBT 52점 / IELTS 5.5점

TOEFL iBT 40점 / IELTS 5.0점

영어 회화 능력을 강화하고 학술 영어 기술을 습득하여 
대학 학부 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세요. 

대학 생활로 가는 관문

배치 테스트

영어 능력 증명

학기 프로그램  
레벨 1 — 5

 • 읽기 및 쓰기

 • 말하기 및 듣기

레
벨 1 레
벨 2 레
벨 3 레
벨 413 주 13 주 13 주

B+ 이상의 성적을  
이룬 학생은 다음 

레벨로 진급합니다 

일반 커뮤니케이션 

 •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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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BT 70점 / IELTS 6.0점

TOEFL iBT 52점 / IELTS 5.5점

TOEFL iBT 40점 / IELTS 5.0점

학기 프로그램 
레벨 6

 
학문적인 준비

 • 학술적인 문법 및  
작문

 • 학술적인 독해 및  
어휘 

 • 학술적인 말하기 및 
듣기

Academic  
Communication  

Certificate 
(대학 예비 과정)

 
대학 진학 준비

 • 비판적 듣기 및 필기 
 • 구두 대화 및 

프레젠데이션 능력 

 • 학업 성공 튜토리얼 

4 레
벨

레
벨5 613 주 13 주 13 주 13 주

Academic Communication 
Certificate (대학 예비 과정) 수료
• 캘거리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에 조건부 입학 자격이 주어짐
• 캘거리 내 로컬 및 캐나다 내에 위치한 

타 대학교 학사 학위 과정에 입학  
자격이 주어짐

입학 요건은 컬리지 및 대학교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 연구 중심 글쓰기 및 
형식 

학기 프로그램 레벨 6 수료: 
• 캘거리 내 로컬 컬리지에  

조건부 입학 자격이 주어짐
• 캘거리 대학교 평생 교육원 

 국제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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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레벨

 
읽기 및 쓰기

 
레벨

 
말하기 및 듣기

 
레벨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일차

2-3 
일차

2021
겨울
1월 4일 ~ 4월 1일

봄
4월 19일 ~ 7월 16일 

가을
9월 13일 ~ 12월 10일 

2022
겨울
1월 4일 ~ 4월 1일

가격
대면 수업 $4,200  
온라인 (원격) 수업 $3,700 

프로그램 시간
275 시간

수업 일정
  대면 수업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및  
오후 1시 ~ 3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10분 ~ 오후 12시 
30분 및 오후 2시 ~ 4시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온라인 (원격) 수업 
실시간 Zoom 세션 
(캘거리 시간)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 8시

ESL 100: 13 주 
학기 프로그램 

정확성 습득: 종합 영어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 과정이 안성맞춤입니다!
 • 별도의 문법, 읽기 및 쓰기, 말하기 및 듣기 과정
 • 레벨: 각 스킬 영역별로 기초반(상)에서 고급반(상)까지
 • 12주간의 교육 및 평가 후 1주간의 시험
 • 봄, 가을, 겨울의 어느 학기부터라도 수업 등록이 가능하며, 
학기 프로그램과 심화 프로그램을 결합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1년 (3개 학기 + 1개의 심화 프로그램) 
후 고급 수준의 영어 능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집중 교육
레벨 6은 학기 프로그램의 최고 레벨로서 레벨 1~5의 목표인 포괄적인 회화 능력에서 
벗어나 중고등과정 이후의 수업에서 필요한 쓰기 및 말하기 기술에 집중합니다. 
각 코스에서 B+ 이상의 최종 성적으로 레벨 6을 수료한 학생은 Academic 
Communication Certificate (대학 예비 과정)에 바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배치 테스트
각 스킬 영역에서 학생의 레벨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업 중 테스트
학생이 적절한 레벨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스킬 영역
에서 다시 테스트를 받습니다

1 주간의 시험

B+ 이상의 성적을 이룬 학생은 다음 레벨로 진급합니다 

12 주간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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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시간표 (대면 수업)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문법
읽기 및 쓰기

문법
읽기 및 쓰기

문법
읽기 및 쓰기

문법
읽기 및 쓰기

문법
읽기 및 쓰기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 
 
 
 
 
 오후 말하기 및 듣기 선택적 활동 미팅

말하기 및 듣기
말하기 및 듣기 말하기 및 듣기

만약 즐겁게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Andrea (이탈리아)

“

입학 요건
학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에는 영어 능력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각 학생은 테스트를 거쳐 적절한 레벨에 배치됩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원할 경우 고급반인 레벨 5 및 6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고급반 배치에 필요한 최소 요건:

레벨  5

 • TOEFL iBT 총 40점, Writing에서 13점

 • IELTS Academic 총 5.0점, Writing에서  
5점, 다른 스킬 영역에서 4.5점

 • CAEL 총 40점, Writing에서 40점

 • 듀오링고 영어 시험 80점

레벨  6

 • TOEFL iBT 총 52점, Writing에서 17점

 • IELTS Academic 총 5.5점, Writing에서  
5.5점, 다른 스킬 영역에서 5점

 • CAEL 총 50점, Writing에서 50점

 • 듀오링고 영어 시험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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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믹 마스터: 대학 진학 준비
Academic Communication Certificate (ACC, 대학 예비 과정)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캐나다의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학업을 위한 영어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학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동시에 캐나다 대학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지식을 습득합니다. 

캘거리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ACC 학생들 (지원을 희망하는 
과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에 한함) 에게는 조건부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학사 학위 과정에 지원한 학생이 지원 연도의 8월 1일까지 
ACC 과정의 핵심 코스 4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B+ 
이상의 성적을 달성한 경우 입학 조건이 충족됩니다.

 • 석사, 박사 학위 과정에 지원한 학생이 지원 연도의 8월 1일까지, 또는 지원한 
과가 지정한 날짜까지 ACC 과정의 핵심 코스 4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B+ 이상의 성적을 달성한 경우 입학 조건이 충족됩니다. 과에 따라서는 ACC 
특정 코스에서 최소 A-의 성적을 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입학 요건 정보는 Graduate Program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ACC코스를 수료한 학생들은 Open Studies 학생으로써 남은 ACC 수업을 
수강함과 동시에 학점 이수를 위한 본과 수업 수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및 교육학과는 A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
겨울
1월 4일 ~ 4월 1일

봄
4월 19일 ~ 7월 16일

가을
9월 13일 ~ 12월 10일

2022
겨울
1월 4일 ~ 4월 1일

가격
대면 수업 $4,650  
온라인 (원격) 수업 $4,150 

프로그램 시간
250 시간

수업 일정
  대면수업*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20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 10시 45분 
및 오후 2시 ~ 4시

 온라인 (원격) 수업 
실시간 Zoom 세션 
(캘거리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 ~ 8시

각 13주 기간에 수업이 없는 
1주간의 방학 (독서 주간)이 
포함됩니다.

*학업 성공 튜토리얼은  
주1회 화요일 또는 수요일  
오전에 실시됩니다.

EAP 200: 13 주 
ACADEMIC COMMUNICATION 
CERTIFICATE (대학 예비 과정)

코스
EAP 220: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56 시간)
학술적인 문장과 에세이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필수적인 문장 기술과 비판적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EAP 225: 연구 중심 글쓰기 및 형식  (56 시간)
연구 논문과 비판적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과 
비판적 읽기 및 사고를 함양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학생은 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이해, 
분석, 해석 및 인용 기술을 습득합니다. 

EAP 230: 비판적 듣기 및 필기 (56 시간)
이 코스는 학생이 교과 영역에서 비판적 
듣기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EAP 235: 구두 대화 및 프레젠데이션 능력  
(48 시간)
학생이 대학 환경에서 생각을 옹호하고, 토론에서 
조리있게 개념을 설명하고 세심하게 이야기하며, 
그룹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AP 249: 학업 성공 튜토리얼  (24 시간)
캐나다 대학 학위 및 우수 학점 취득을 도와주는 
세미나. 학습 윤리, 비판적 사고, 컨디션 조절 및 
시험 준비, 건강 및 웰빙, 학습 스타일, 공부 전략, 
시간 관리, 학습 목표 및 대학 관습과 정책 이해 등 
다양한 주제가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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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제 자신이 하나의 
글에 대해 크리틱하고 이에 
대한 2000자가 넘는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ACC
코스를 계기로 필요한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Gelareh (이란)  
ACC 수강 후 현재 캘거리 대학교 Science 학과에 
재학중

샘플 시간표 (대면 수업)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비판적 듣기 및 필기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비판적 듣기 및 필기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학술적 글쓰기 및 작문
비판적 듣기 및 필기

오후 구두 대화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학업 성공 튜토리얼 구두 대화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입학 요건
학생은 다음 최소 요건 중 하나를 총족시켜야 합니다:

 • ELP 학기 프로그램 (ESL 100) 레벨 6을 각 
수업에서 B+이상의 성적으로 수료

 • TOEFL iBT 70점, Writing에서 최소 20점

 • TOEFL PBT 533점

 • IELTS Academic 총 6.0점, Writing에서 최소 
6.0점, 다른 스킬 영역에서 5.5점

 • CAEL 총 60점, Writing에서 최소 60점

 • MELAB 76점

 • PTE 54점

 •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CAE/CPE) 172점

 • 듀오링고 영어 시험 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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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겨울 I (5 주)
1월 4일 ~ 2월 5일

겨울 II (5 주)
2월 8일 ~ 3월 12일

SUMMER I (4 주)*
6월 28일 ~ 7월 23일 

SUMMER II (4 주)*
8월 3일 ~ 27일

2022
겨울 I (5 주)
1월 4일 ~ 2월 4일

겨울 II (5 주)
2월 7일 ~ 3월 11일

가격
 대면 수업  

4 주: $1,750 
5 주: $1,850

 온라인 (원격) 수업   
4 주: $1,375 
5 주: $1,550

프로그램 시간
 대면 수업  

여름* (4 주): 100 시간 
겨울 (5 주): 120 시간

 온라인 (원격) 수업  
여름* (4 주): 90 시간 
겨울 (5 주): 110 시간

수업 일정
  대면 수업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및  
오후 1시 ~ 3시 30분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온라인 (원격) 수업 
실시간 Zoom 세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 ~ 8시

ESL 101: 4/5 주
심화 프로그램

유창성 향상: 효율적인 회화
심화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교재 속의 영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세요. 효율적인 회화 능력 
향상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레벨: 기초반(상)부터 고급반(상)까지.

코스

일반 영어 회화 스킬
강의, 학습 활동, 연습, 듣기 활동, 2인/그룹  
토론, 교실 토론 등 영어 학습에 회화 중심적  
접근 방법을 도입합니다.

문학 서클 토론 그룹
읽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 어휘 개발,  
유창성 및 토론 기술을 향상 시킵니다.

발음
모음과 자음 소리, 음절 엑센트, 당어 엑센트, 
단축형, 리듬 및 억양을 개선합니다. 

어휘/관용구 (5주 형식에만 해당)
문맥을 통해 어휘력을 구축하고, 대화 중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웁니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Yahya (캐나다 퀘벡)

“

샘플 시간표 (겨울 II 대면 수업)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 1박 
스키 여행 

오후 어휘/관용구 문학 서클 발음 문학 서클

*여름 심화 프로그램은 5주 형식으로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esl@ucalgary.ca로 문의주세요.13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잊지 못할 여행지들을 
방문하세요.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은 캐나다 서부의 인기 여행지에 대한 소개 시간과 
가이드가 인솔하는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금에는 교통비, 입장료, 
숙박 비용, 장비 렌트 비용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패키지 (ESL 
102) 또는 개별 여행 (ESL 10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1박 여행
재스퍼
 • 숙박 시설 제공
 • 캐스퍼 타운
 • 말린 캐년
 • 애서배스카 폭포, 페이토 

호수 및 보우 호수
 • 애서배스카 글레이셔 투어 

및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

레이크 루이스 스키/스노보드 
및 밴프 관광
 • 숙박 시설 제공
 • 레이크 루이스 얼음 조각상
 • 장비 렌트 및 리프트 탑승권
 • 동굴 및 분지 유적지 가이드 

투어
 • 밴프 어퍼 핫 스프링 (온천)
 • 밴프 타운

워터튼 
 • 숙박 시설 제공
 • 호수 유람선 투어
 • 버사 폭포 또는 레드락 

캐년 하이킹
 • Prince of Wales  

유적지 호텔
 • Bar U Ranch 국립 

유적지 

샘플 당일 여행
카나나스키스/캔모어 
어드벤처
 • 캔모어 타운
 • Rat’s Nest 동굴 투어

밴프 관광
 • 미네완카 호수 유람선  

또는 밴프 어퍼 핫 스프링  
(온천)

 • 밴프 곤돌라 또는 존스턴 
캐년 하이킹

 • 레이크 루이스/모레인  
호수

 • 밴프 타운

캐나다 올림픽 공원 스키/
스노보드
 • 장비 렌트 및 리프트 탑승권
 • 초보자를 위한 레슨 

나키스카 당일 여행
 • 대학 캠퍼스와 목적지 사이 

교통수단 제공
 • 장비 렌트 (스키/스노보드, 

부츠, 스키 폴, 헬멧, 리스트 
가드) 및 리프트 탑승권

 • 초보자를 위한 레슨

드럼헬러
 • 로얄 티렐 공룡 박물관
 • Hoodoos 트레일
 • Horsethief 캐년

헤드-스매시드-인 바팔로 
점프
 • 센터 가이드 투어
 • 어퍼 트레일 및 뷰 포인트 

ESL 102/103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

패키지 가격
일반 요금: $775 
사전 등록 요금: $675*

두 번의 1박 여행과  
세 번의 당일 여행 포함. 

이용 가능한 여행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각 패키지에서 이용 
가능한 여행 상세 정보는  
esl.ucalgary.ca를 
참조하세요. 

여행지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기/심화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요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Yahya (캐나다 퀘벡)

샘플 시간표 (겨울 II 대면 수업)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 1박 
스키 여행 

오후 어휘/관용구 문학 서클 발음 문학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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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봄
4월 19일 ~ 6월 11일

가을
9월 13일 ~ 11월 5일

가격
대면 수업 $1,975  
온라인 (원격) 수업 $1,695 

프로그램 시간
120 시간

수업 일정
  대면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 l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온라인 (원격) 수업 
실시간 Zoom 세션 월요일부터 금요일 l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ESL 111: 2 주
언어 및 문화 과정 

ESL 105: 8 주
IELTS 준비 과정 

캐나다에 집중: 학기 전 준비
이 짧은 심화 과정은 유창성과 실용적인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봄 또는 가을 학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가장 좋은 과정입니다. 

본 코스의 특징:

• 말하기 및 듣기 능력 향상에 집중
• 캐나다 사회, 인구 및 정보에 대하여 학습
• 캐나다 사회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 습득
• 다양한 활동 및 1일 필드 트립을 통하여 캘거리 및 앨버타에 

대하여 알기 

샘플 시간표 (가을 대면 수업)

성과 개선: IELTS 시험 수행 전략 및 스킬
이 코스는 IELTS 시험 수행 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IELTS
가 테스트하는 네 개의 스킬 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서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입학 요건
학생은 다음 최소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IELTS Academic 총 4.5점, 각 스킬 영역에서 4.0점

• TOEFL iBT 총 34점, Writing에서 11점

• TOEFL PBT 410점

• TOEIC 490점

• CAEL 총 40점, 각 스킬 영역에서 40점

•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 총 5점

• B+ 이상의 성적으로 ELP 학기 프로그램 레벨 3 수료

• 듀오링고 영어 시험 70점

• ELP 배치 테스트에서 레벨 4에 해당하는 점수 취득

2021
봄
4월 6일 ~ 16일

가을
8월 30일 ~ 9월 10일

가격
대면 또는 온라인 (원격) 수업 각각 $950

프로그램 시간
50 시간

수업 일정
  대면 수업 
월요일부터 금요일 l 오전 9시 ~ 오후 12시 및  
오후 1시 ~ 5시*

 온라인 (원격) 수업 
실시간 Zoom 세션 월요일 부터 금요일 l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당일 종료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esl.ucalgary.ca/language-culture을 참고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ESL 수업

오후 ESL 수업 ESL 수업 오후 활동 ESL 수업 바베큐 및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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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봄
4월 26일 ~ 7월 5일 

가을
9월 20일 ~ 11월 29일 

가격
$595

프로그램 시간
25 시간

수업 일정
월요일 및 수요일 l 오후 3시15분 ~ 4시 30분

홈스테이
학기 프로그램/ACC 
13 주  ESL 900 | $2,925

심화 프로그램
4 주  ESL 901 | $900  
5 주  ESL 901 | $1,125

언어 및 문화 과정 
2 주  ESL 911 | $450 

IELTS 준비 과정
8 주  ESL 900 | $1,800 

홈스테이 비용  
한 주당 $225 또는 하루당 $37.50
추가 요금: 17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스테이 일정
홈스테이 일정은 코스 시작일 전 토요일부터 코스  
종료일 후 토요일까지 입니다. 일정 변경을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2022
겨울
1월 10일 ~ 3월 21일

ESL 205: 10 주
TOEIC 준비 과정 홈스테이

성과 개선: TOEIC 시험 수행 전략 및 스킬
이 추가 과정에서는 듣기 및 읽기 스킬 테스트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수한 TOEIC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기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입학 요건
학생은 다음 최소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 중급 수준의 영어 (ESL 100 레벨 2 이상)

캐네디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영어 실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LP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을 잘 대해주고 영어와 
캐나다 문화를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려 
깊고 친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정만을 홈스테이로 
선별합니다.

홈스테이 포함 내역:
• 개인 침실

•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또는 탁자

• 매일 1일 3식 (이 중 최소 1끼는 조리/요리 되어진 음식)

• 학생이 직접 세탁/건조 할 수 있는 무료 세탁 설비

• 공용 공간 (예: 부엌, 거실)

• 공항 픽업 및 드롭 오프

•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및 관리팀에 의한 학생 지원

저희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홈스테이 가정을 심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화 인터뷰 현장 방문 지속적인  
평가/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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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정보
비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캐나다에 입국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eTA)와 같은 
입국 서류와, 경우에 따라서는 study permit
이 필요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ucalgary.ca/
student-services/iss/immigration/study-
permits 를 방문해 주세요.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입국 서류 
및 Study Permit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세요.  
cic.gc.ca/english/study/index.asp. 

입학 요건
• 18세 이상*
• 초급(상)에서 고급 수준의 영어실력**
• 모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

*17세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경우 문의주
세요.

**ACC, IELTS/TOEIC 준비 과정 및 학기 프로그램의 
고급반인 레벨 5, 6의 입학 요건은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마감일 
코스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료 및 디파짓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코스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5일 전까지 수업료 전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코스 등록이 취소되며 디파짓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코스 시작일 2주 후까지도 학생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환불 정책에 따라 코스 
등록이 취소됩니다. 코스 시작일부터 수강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ELP 사무실에 미리 연락 
주세요. 

ENGLISH LANGUAGE  
PROGRAM 수료증
수업에 90% 이상 출석한 학생은 코스 종료 시 
수료증을 받습니다.

응급 건강 보험
65세 미만의 유학생에게는 코스 시작일 전의 
토요일부터 코스 종료일 후의 토요일까지 
응급 건강 보험이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 
절차가 처리되고 유효하려면 모든 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코스 사이에 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정보
모든 코스 요금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선호되는 결제 방법은 Visa, MasterCard 또는 
American Express 입니다. 직접 ELP 사무실에서 
요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또는 체크카드 (debit 
card)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은행 송금으로도 요금 납부가 가능하나 $60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은행 송금을 통하여 
환불할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6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디파짓:
수업 등록 시 각 코스에 대하여 디파짓 납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디파짓은 수업료의 일부이며, 
추가 요금이 아닙니다. 디파짓은 환불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예외 상황 고려 
가능). 
• ESL 100/EAP 200: $500
• ESL101/111: $200
• ESL 205: $100
• ESL 105: $300
• ESL 102: $150
• ESL 103: 1박 여행 $100, 당일 여행 $50
• ESL 900/901/911: $225  
코스 수강을 중도 포기 또는 변경 시, 코스당 $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료
English Language Program코스 수강 신청시 
$200의 신청료가 부과됩니다 (환불 불가).  
이 신청료는 일회성 수수료 입니다.

홈스테이 비용
홈스테이를 신청하려면 $250의 알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환불 불가). 이 수수료는 홈스테이 
알선을 요청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학생이 잠시 홈스테이를 비우고 같은 홈스테이 
가정으로 3주 이내에 돌아올 의향이 있는 경우 
$250의 짐 보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일반 홈스테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불 정책
모든 등록 취소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환불 절차는 처음 요금 납부 및 
결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코스 신청료와 
홈스테이 알선 수수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업료 환불 및 트렌스퍼
수업료 환불 요건은 코스/프로그램 시작일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 날짜 환불

코스 시작 15일전 디파짓을 제외한 전액 
환불

코스 시작 2~14일전 디파짓을 제외한 
수업료의 50%

코스 시작 24시간 이내 환불 불가

홈스테이 비용 환불
홈스테이를 취소하려면 14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14일 사전 통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되지 않은 홈스테이 요금 
및 디파짓은 비래 배분하여 환불됩니다. 이틀 
이하에 상응하는 홈스테이 비용은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환불 처리된 홈스테이 비용은 향후 
홈스테이를 희망하실 경우 트렌스퍼가 가능합니다.

취소 날짜 환불

홈스테이 시작 15일전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홈스테이 시작 1~14 
일전

알선 수수료와 14일 사전 
통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홈스테이 시작일 이후 알선 수수료, 14일 사전 
통지 기간에 대한 요금, 
그리고 이미 홈스테이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비자/체류자격 관련 환불 및 트렌스퍼
만약 학생이 캐나다 입국서류를 코스 시작일  
3개월전까지 제출하였으나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자/허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수업료/디파짓 환불 또는 트렌스퍼가 
이루어집니다.

취소 날짜 환불

코스 시작 15일전 수업료에서 $5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전액 환불

코스 시작 2 ~14일전 수업료의 50% 환불

코스 시작 24시간 이내 환불/트렌스퍼 불가

비자/체류자격 관련 환불/트렌스퍼를 희망하실 
경우, 캐나다 정부로부터 발급된 증빙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 비자/허가 거절 레터 사본

2. 지금 현재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Application Status 웹페이지 사본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English Language 
Program 사무실 (esl@ucalgary.ca 또는  
+1-403-220-3301)로 문의 주세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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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프로그램  
(13 주)

ACC (대학 예비 
과정) (13 주)

심화 프로그램  
(5 주)

수업료 $4,200 $4,650 $1,850
신청료 (첫 번째 코스만) $200 $200 $200 
홈스테이 알선 수수료  (첫 번째 학기만) $250 $250 $250
교재/자료 - - -
홈스테이 $2,925 $2,925 $1,125
음식 및 식료품 - - -
교통비 (캘거리 시내) -* -* $160
건강 보험 - - -
캠퍼스 레크리에이션 (체육관, 수영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이용) - - -
도서관, 공용 컴퓨터 및 캠퍼스 내 WiFi 이용 - - -
기타 (예: 쇼핑, 여가 활동, 외식) $1,000** $1,000** $350**
예상 비용 합계: $8,575 $9,025 $3,935

 *봄학기 이용권 유효 기간은 5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에는 학생이 직접 탑승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10장에 약 $35).
**비용은 각 학생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선택적 활동 프로그램이 구매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계획하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1년간의 심도 있는 심화 학습. 여름 심화 
프로그램에서 유창성을 향상시킨 후, 두 학기의 
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반(상)에 도달하고 
대학 수준의 영어 이해력을 습득합니다.  
13주간의 ACC과정을 통하여 대학 학부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13주간의 종합 영어 프로그램과 한달간의 
집중 수업을 결합하여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캘거리와 록키 산맥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경험하세요. 록키 
산맥에서의 봄 스키, 캘거리 스탬피드 관광, 
밴프에서의 급류 래프팅을 즐겨보세요.

ESL 101: 여름 심화 프로그램 8월 $1,750 
ESL 100: 가을 학기 프로그램 9월 ~ 12월 $4,200
ESL 102: 선택적 활동 패키지 9월 ~ 12월 $775
ESL 100: 겨울 학기 프로그램 1월 ~ 4월 $4,200
EAP 200: 봄 ACC (대학 예비 과정) 4월 ~ 7월 $4,650

총 수업료  $15,575
신청료  $200
홈스테이 (50 주)  $11,500
합계  $27,275

ESL 111: 봄 언어 밎 문화 과정 4월 $950
ESL 100: 봄 학기 프로그램 4월 ~ 7월 $4,200
ESL 102: 선택적 활동 패키지 4월 ~ 7월 $775
ESL 101: 여름 심화 프로그램 8월 $1,750
ESL 103: 선택적 활동 1박 여행 (2회) 8월 $450

총 수업료  $8,125
신청료  $200
홈스테이 (21 주)  $4,975
합계  $13,300

  5 개월: 캘거리 하이라이트 플랜

  대면 수업 수업료 및 예상 기본 생활비 (샘플) 

 1 년: 아카데믹 영어 마스터 플랜
샘플 학업 계획

입학 허가서 수령  
입학 허가서가 이메일 및 일반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요청에 따라  
DHL 특급 우편을 통해 송부가 
가능합니다 ($40).

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료 
및 수업료 (디파짓 또는 전액)를 
지불하세요.

적합한 코스 찾기 
esl.ucalgary.ca 를 방문하거나 
esl@ucalgary.ca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찾으세요.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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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ucalgary.ca
+1-403-220-3301 • esl@ucalgary.ca  
facebook.com/ucalgaryESL 
instagram.com/ucalgaryelp

올해, 저희가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유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캘거리 대학교 
English Language Program을 통하여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각 주, 휴일, 토착 
문화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Reika (일본)  

“

http://ucalgary.ca/esl
mailto:esl%40ucalgary.ca?subject=
http://facebook.com/UcalgaryE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