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ummer English Program
McMaster 대학
 1887 설립된 캐나다 최고의 교육과 연구중심의 명문대
 교육과 여러가지 학문 연구에서 혁신적인 대학으로 세계적인 명성
 지속적인 세계 대학랭킹 탑 100 위권 내의 대학
 유명 학과: 의학, 공학,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경제학
 2 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Bertram Brockhouse (McMaster 물리학 교수, 1994 년),
Myron Scholes (McMaster 경제학 졸업생, 1997 년), Dr. James Obrinski (McMaster 졸업생,

McMaster ESL 프로그램의 특징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교사진들과 세계 최상급의 대학 환경
 대학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기숙사, 무료 와이파이, 도서관, 체육관
 개인 향상과 집중을 위한 소수 정예반
 주말 단기 여행 -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그룹 환영회 및 송별회 개최
 졸업장 배부식 및 졸업식 개최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노벨 평화상 수상)
여름 ESL 프로그램
저희 여름 집중 ESL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영어 수업과 캐나다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초급반에서 고급반
중 적절한 반에 배치되어 소수 정예로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수업들을 병행합니다.

프로그램 기간과 비용
4 주 프로그램: 7 월 9 일 – 8 월 6 일
3 주 프로그램: 7 월 16 일 – 8 월 6 일
2 주 프로그램: 7 월 16 일 – 7 월 30 일

$3,800 캐나다 달러
$3,400 캐나다 달러
$2,900 캐나다 달러

캐나다 동부 여행: (선택사항)

$500 캐나다 달러

최소 주 30 시간의 수업을 ESL 수업 자격을 갖춘 교사진과 부교사진들과 함께하며, ESL 수업
과정동안 대화,토론,발표뿐만 아니라 에세이, 레포트 작성 등의 학문적인 부분도 배우게 됩니다.

비용 포함 내역: 수업료, 식사, 기숙사, 여행, 공항 픽업 및 배웅, 대학교 내 시설 이용, 대학
의료보험료

또한 학생들은 수업 중과 캠퍼스 내외에서의 다양한 오후 활동들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또한 캐나다 생활 내 영어를 사용하게 되며 McMaster 대학에 관하여 보다 더 알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본 캠퍼스를 에워싼 왕실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al Gardens)등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주말
여행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 CN 타워, 캐나다 원더랜드등 다양한 캐나다 유명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납부: 프로그램 지원서와 함께 보증금 $300 CAD 를 납부하셔야 하며 보증금은
반드시 McMaster 대학에서 확인이 가능한 은행 발행수표로 지불하셔야합니다. 나머지 잔액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최소 한달 전에는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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