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정보
학비(2017~2018학년도)
프로그램

기간

학비

수업료에 포함

수업료에 미포함

EAP

8주(반학기)

$3,200 – 국제 학생

숙박, 식사, 기타 생활비

16주(한학기)

$1,908.29 – 국내 학생

수업료, 의료 보험, 수업료 이외의 필수
요금, 험버 시설 및 지원 서비스 이용

2주

$2,075

3주

$2,825

수업료, 의료 보험, 캠퍼스 내 기숙사, 전
체 식사, 공항 픽업, 대부분 활동, 험버
시설 및 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 일체 포함. 자체 숙박이나
홈스테이를 구한 학생에게는 대
체 요금이 제공됨

4주

$3,525

5주

$4,300

SLP
(2018학년
도 여름)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SLP(Summer Language Program)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험버 입학 과정
 험버의 자체적인 온라인 배정 시험을 통한 EAP 배정:
영어 센터에는 자체적인 온라인 배정 시험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험버의 과정에 지원할 때 고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
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여 들어야 할 EAP 레벨 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수강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
니다.

 IELTS 또는 TOEFL을 통한 EAP 배정
 험버 도착 시 EAP 배정
*험버에 도착하기 전 8개월 이내에 응시한 시험 점수만 유효합니다.

EAP를 통한 험버 프로그램 조건부 입학
EAP에 등록한 국제 학생은 대부분의 험버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부 입학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EAP 레벨 8을 수료하면 대부분의 험버 프로그램에 입학
하기 위한 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과락 없
이 적절한 성적(EAP 조건부 입학 참조)을 획득하고 레
벨 8을 수료한 학생은 추가 IELTS나 TOEFL 시험을 응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AP 조건부 입학:
 60% 이상 점수를 획득하여 레벨 8 수료 > 험버 졸업
장 취득 프로그램 입학 가능
 75% 이상 점수를 획득하여 레벨 8 수료 > 험버 학위
취득 프로그램 입학 가능
 80% 이상 점수를 획득하여 레벨 8 수료 > 험버 졸업
후 프로그램 입학 가능
*최소 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입학이 반드시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방법
EAP 지원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SLP 지원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국내 학생: http://www.ontariocolleges.ca/home
국제 학생: http://international.humber.ca/

이메일: slp@humber.ca
웹 사이트: humber.ca/liberalarts/programs/summer-languageprogram-slp

이메일: international@humber.ca
웹 사이트: international.humber.ca, humber.ca/liberalarts/
elc/eap

소셜 미디어 연락처
English Language Centre–Humber

@elc_Humber

The English Language Centre

bit.ly/1OYLi7o

자세한 정보 보기:
humber.ca/liberalarts/elc

@ELC_Humber

영어 센터

humber.ca/liberalarts/elc

영어 센터
영어 센터는 험버(Humber)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험버의 프로그램은 다음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언어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수준의 학과 프로그램 수강
 직업 승진을 위한 영어 전문 능력 계발
 영어 구사에 관한 능숙도 향상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특징
 EAP 레벨 8 학생은 험버 학과 프로그램으로 바로
진학 가능
 EAP 졸업생 중 92%가 추후 시험에 응시할 필요 없이
험버 학과 프로그램으로 바로 진학함
 모든 능력(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통합 교수법,
학과 공부 및 직장에서의 활용 측면을 위해 쓰기에
특별히 중점을 둠

 학위 또는 졸업장 취득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EAP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조기에 수강하고
관련 학점 취득 가능
 언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를 정하고 무료로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용
 집중 IELTS 시험 준비 과정을 수강하고 험버에서
자체 운영하는 시험 센터에서 시험 응시 가능

2017~2018학년도 EAP 개강일
학기: 1

학기: 2

학기: 3

시험

8월 30일 수요일

10월 25일 수요일

1월 3일 수요일

개강일

9월 5일 화요일

10월 30일 월요일

1월 8일 월요일

종강일

10월 20일 금요일

12월 15일 금요일

2월 23일 금요일

학기: 4

학기: 5

학기: 6

시험

2월 28일 수요일

4월 25일 수요일

6월 20일 수요일

개강일

3월 5일 월요일

4월 30일 월요일

6월 25일 월요일

종강일

4월 20일 금요일

6월 15일 금요일

8월 10일 금요일

레벨 1

캐나다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고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특히 말하기와 듣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이 프로
그램이 최적입니다.

SLP 레벨

주당 시간

프로그램 포커스

레벨 1 – 초급

영어 15시간

레벨 2 – 초중급

선택 과목 3시간

레벨당 수업 시간 90시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어휘, 발음

레벨 3 – 중급

전체 활동 일정

레벨 4 – 중상급
레벨 5 – 고급

2018학년도 SLP 개강일
기간(주)

CEFR
단계

IELTS

해당
없음

2.0

TOEFL iBT
32(8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각 레벨에서 학습할 EAP 과정
(매주 컴퓨터실/iPad 기반 학습 포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SLP는 집중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평일에는 오
전에 영어 강의가 있고 이른 오후에 선택 과목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활동 지도자가 기획하는 사회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보통 토
론토 및 온타리오주 여행 명소, 박물관 및 축제를 구경
하는 당일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LP 레벨

EAP 레벨
EAP 레벨

SLP(Summer Language Program)

학습 기간
(주)
8

레벨 2

A1-1 ~
A1-2

2.5

36(9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8

레벨 3

A1-2 ~
A2-1

3.0

40(10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8

레벨 4

A2-1 ~
A2-2

3.5

44(11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8

레벨 5

A2-2 ~
B1-1

4.0

52(13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8

레벨 6

B1-1 ~
B1-2

4.5

56(14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학업 전략

8

레벨 7

B1-2 ~
B2-1

5.0

64(16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독서 및 연구

8

레벨 8

B2-1 ~
B2-2

5.5

72(18점 미만 점수가 없
어야 함)

통합 언어 능력

캐나다 사회 및 문화
*(편입 시 인정 가능한 교양
학점 3학점 취득)

8

봄

여름

개강일

종강일

5
4
3

개강일

7월 6일
6월 5일

2

종강일
8월 10일

6월 29일
6월 22일
6월 15일

7월 10일

8월 3일
7월 27일
7월 20일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험버는 교사 훈련에 있어 전문가들이며, ELC(영어 센
터)에서는 정규 졸업 후 프로그램인 TES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humber.ca/liberalarts/elc/tesl

우리는 교수진이 험버의 전문가와 함께 배울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스피
탤러티, 레크리에이션, 여행 및 응용 기술 학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LC는 국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와 협력하여 이들
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험버가 제공하는 학문 분야
와 캐나다의 고급 교육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LC의 책임자인 스
티븐 앨런(Stephen Alle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tephen.allen@humber.ca

자세한 정보 보기:
humber.ca/liberalarts/e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