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은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입니다. 캐나다 대초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위니펙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위니펙은 다양성이 있는 도시이며 일년
내내 햇살과 멋진 일몰 광경, 근교에
위치한 공원, 녹지 공간 그리고 오랜
음악과 예술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위니펙은 매우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약 25%는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입니다.

활동
MITT의 영어 어학원(English Language
Institute)은 연중 내내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 방문, 스포츠 활동,
현지 지역 명소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Deidre Nelson, 영어교육
인증(CTESL) 과정 학사

정규 영어 과정(EAP)
레벨 5 교수진

영어 어학원(ELI) 레벨 5는 특히 캐나다
대학 과정에서 필요한 학술 기사 읽기,
에세이 쓰기 및 강의 노트 작성 방법을
지도합니다. 또한 영어 어학원(ELI)을 통
해 학생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교 활
동, 게임 및 체계적 이벤트를 통해 위니
펙과 마니토바의 문화적 측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Kevin Dyck, 영어교육
인증(CTESL) 과정 학사

정규 영어(EAP) 과정
강사진
영어 어학원(ELI) 과정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강사들로
부터 영어를 배우고 실력을 향상할 뿐
만 아니라 캐나다 문화를 접하며 학업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락처
English Language Institute
67 Scurfield Blvd
Winnipeg, MB
캐나다 R3Y 1G4
+1 204-989-7740

영어
어학원

영어 어학원(ELI)
유학생이 대학 과정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개인 개발을 위해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친근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지원

학업

영어 어학원(ELI) 단독으로
또는 영어 어학원(ELI)과 대
학 과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링크:
mitt.ca/apply.

결과
레벨 4와 레벨 5를 성공적으
로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발
급합니다. 원하는 경우 MITT
의 대학 과정에 진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업 기간은 6주~60
주로 유연합니다.

수료 시 기회
레벨 4 또는 레벨 5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
면 MITT 대학 과정 진학에 필요한 영어 능력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mitt.ca/admissions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
시오.

전여진(Lisa)
한국 유학생
ELI 이수자
— 2017년 졸업—
네트워크 및 컴퓨터 기술학과 졸업생
2017년에 MITT를 졸업한 후,
한국 서울의 게임사인 Eyedentity Games의
게임 매니저로 입사하였습니다.

M. Kaan Oztiurk
우크라이나 유학생
ELI 이수자
— 2020년 졸업 —
자동차 공학과 졸업생

정규 영어(EAP) 과정 개강 시기
7회의 정규 영어 과정(EAP) 시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레벨이 제공됩니다.
학기

시작 시점

교육 과정 기간

수업료*

겨울 학기

1월, 2월

기초

6주

$1,750

봄 학기

4월, 5월

레벨 1-4

12 주

$3,500

여름 학기

7월

레벨 5

12 주

$4,200

가을 학기

9월, 10월

*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MITT의 영어 어학원은 위니펙의 숙박시설 검색을
지원합니다. 홈스테이를 원하든 개인 숙박시설을 원하든
필요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숙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homestay@mitt.ca
로 연락하거나 mitt.ca/student-services/student-housing
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