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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OUTCOME

Students learn a lot of useful idioms, so they can enjoy watching American TV programs without a hassle. Also, because the students learn vocabulary used in different topics
issues, they can read newspaper articles and watch the news with more confidence. The emphasis is equally given to all four aspects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learning. Th
also prepares students who want to take the exam for the certification in Translation / Interpretation, approved by Canadian government or American I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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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비율
랭귀지익스체인지

통번역

인턴쉽

벤쿠버다운타운

비지니스

웰컴파티

게런티

독일

러시아

다양한 엑티비티

파워스피킹

에콰도르

멕시코

칠레

성인테솔
유아테솔
일본

한국

ILSAT 시험센터

신문사 벌룬티어
테솔 교육청 인턴십
비지니스 인턴십

영어

ACTI 시험센터

intensive

헬프센터

캐나다

우크라이나

SGIC CANADA

브라질
터키

토론토다운타운

컨버세이션 클라스

패스웨이

대학보장반
캐네디언 선생님

1:1튜터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는
토론토 캠퍼스, 밴쿠버 캠퍼스 그리고 노스욕 캠퍼스 (High school)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캠퍼스 모두 INTENSIVE ENGLIS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발달 되어 있으며,
INTENSIVE ENGLISH수업 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과정 폭이 넓은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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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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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mission

01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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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우수성은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의 초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취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하고,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인입니다.
우리는 도전적이고 친숙한 환경에서 소규모 수업을 제공하며,
우수한 시설과 각종 도움으로 학업을 지원합니다.

평생의 추억
캐나다에서 공부하면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에 입학하여
영어 실력이 훨씬 향상됩니다. 여정을 따라 외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캐나다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땅을 탐험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쌓인 경험은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 할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까지
mission

03

많은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 캐나다에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개방 할 수있는 많은 기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는 캐나다 전역의 여러 대학에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시작일뿐입니다.
그 시작은 더 많은 공부와 캐나다에서의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배움이 당신을 어디로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꿈을 실행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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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hart
프로그램별 레벨차트

Level 1~6 : INTENSIVE ENGLISH
Level 6 : TYCP, IELTS
Level 7 : BEDP, EFP, SSP, i-TESOL, PPP
Level 8 : U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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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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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
ADVANCED

* UCPP

University and
College Pathway Program

* PPP

Pre-Pathway
Program

*

* EFP

English For
Professionals

1-16 Weeks

*

SSP

Speaking
For Success

INTENSIVE ENGLISH
Electives 수업 선택 가능

*

Business English

* TYCP

INTERMEDIATE 2

* I-TESOL

INTENSIVE ENGLISH INTERMEDIATE 1

*

INTENSIVE ENGLISH PRE INTERMEDIATE 2

ADVANCED

Test Prep. Program

* IELTS

Teaching English
for Young Children

*

/ TOEFL
INTERMEDIATE

1-16 Weeks

Electives 수업 선택 가능

Electives General English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

INTENSIVE ENGLISH PRE INTERMEDIATE 1

*

INTENSIVE ENGLISH BASIC 2

PRE
-INTERMEDIATE
1-16 Weeks

Electives General English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Electives General English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BASIC

1-16 Weeks

*

INTENSIVE ENGLISH BASIC 1

Electives General English / Listening & Speaking / Reading & Writing

+ X-Intensive (All Level 가능) *
+ Extra Class after school (All Level 가능) *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BEDP

Test Prep. Program

1:1 Tutor
CC ( Conversation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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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test
SGIC 온라인 테스트 방법

1. WWW.SGICCANADA.COM 홈페이지 상단메뉴 ONLINE TEST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및 원하는 프로그램을 입력 합니다.
3. Grammar, Reading, Writing 해당하는 문제를 풉니다. (총 70분 가량 소요)
4. 페이지 하단 SEND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5. 아래와 같은 온라인테스트 결과가 메일로 발송됩니다.

6. 1-2일 내로 결과에 맞는 레벨과 설명에 대한 팔로업 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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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english
일반영어 프로그램

selling point !
1. 학생 수준에 맞는 폭넓은 수업
-Electives(선택수업)
-Conversation Class / 1:1튜터 / 랭귀지익스체인지
2. 효과적인 영어학습 환경과 활기찬 수업 분위기
-교내 영어 사용엄수 / 체계적인 학생관리 시스템
* 일반영어 샘플 패키지 ( 2018 프로모션 가격 )
( X-intensive란? = 1:1튜터 매달16시간 포함 )
ex) X-intensive 3개월 + Intensive 3개월 = 총 6개월
X-intensive $6,000 + Intensive $4,050 + 등록비 $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6,000 + 4,740 + 등록비 $150 + 교재비 )

수업기간

레벨당 8주 (매달 테스트를 통해 90점 이상일 경우 4주 레벨업 가능)

입학조건

1차 - 학교 내 자체테스트 SGIC Level
2차 - 스피킹 테스트 (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Semi Intensive
(Part time 12.5h/w)
1-3 weeks

개강일

수업시간

Full Time Intensive 기준 (주 25시간 및 CC)

ESL은 매주 월요일에 시작 가능 (세션 마지막 월요일 제외)
* 코스 진도와 성적산출을 위해 세션 첫날하는 것을 추천!

Full Time Intensive
(25h/w+CFCC)

X-Intensive
(25h/w+CC+1:1튜터)

$ 415 / week

$ 520 / week

$ 405 / week

$ 510 / week

$ 395 / week

$ 500 / week

$ 385 / week

$ 490 / week

$ 375 / week

$ 480 / week

$ 365 / week

$ 470 / week

$ 60 / 4 weeks

$ 70 / 4 weeks

$ 280 / week
4-1 1 weeks
Original
수업비용

12-15 weeks

$ 270 / week

16-23 weeks
24-31 weeks
$ 260 / week
32 weeks 이상
교재비 (Material fee)

$ 60 / 4week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수업 대상
- 문법 및 듣기, 말하기, 쓰기, 어휘력, 발음 등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초부터 상급까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

수업 내용
1-2 Period : 문법, 독해, 듣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어 스킬 향상을 목표로 한 학습
3 Period : 토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말하기 집중수업
4 Period : 선택형 맞춤 도입으로 본인의 취역점 보완
5 Period : CC(Conversation Class) 선생님과의 컨버세이션 세션으로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익힘
6 Period(X-Intensive) : X-Intensive 프로그램은 1:1튜터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선생님과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음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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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english SCHEDULE
일반영어 프로그램 수업 시간표

Semi intensive
Period
Period 1

Time

MONDAY

TUESDAY

THURSDAY

Break time

10:20 am - 11:30 am

Integrated Skills

Full time intensive
Period

Time

Period 1

9:00 am - 10:10 am

MONDAY

TUESDAY

Period 3

WEDNESDAY

Integrated Skills

11:30 am - 12:15 pm

Lunch

12:15 pm - 1:25 pm

Integrated Skills

CC

3:00 pm - 4:00 pm

Time

Period 1

9:00 am - 10:10 am

Low level

High level

MONDAY

TUESDAY

Low level

High level

Period 3

WEDNESDAY

Highly
Recommen
d
FRIDAY

Break time

10:20 am - 11:30 am

Integrated Skills

11:30 am - 12:15 pm

Lunch

12:15 pm - 1:25 pm

Integrated Skills

* CC ( Conversation Class )

Break time

1:25 pm - 1:35 pm

Listening & Speaking (Level) 1~4 / Elective (Level 5~6)

Period 4

1:35 pm - 2:45 pm

CC

3:00 pm - 4:00 pm

1:1 Tutoring

4:00 pm - 5:00 pm

Session 1

1:1 Tutoring

5:00 pm - 6:00 pm

Session 2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THURSDAY

Activity

Integrated Skills

10:10 am - 10:20 am

Period 2

d

Listening & Speaking (Level) 1~4 / Elective (Level 5~6)

X-intensive
Period

FRIDAY

Break time

1:25 pm - 1:35 pm

1:35 pm - 2:45 pm

Recommen

Break time

10:20 am - 11:30 am

Period 4

THURSDAY

Integrated Skills

10:10 am - 10:20 am

Period 2

FRIDAY

Integrated Skills

9:00 am - 10:10 am
10:10 am - 10:20 am

Period 2

WEDNESDAY

Low level

High level

Low level

High level

Activity

* Electives 수업 선택 가능
- English through Music
- Presentation
- Academic Vocabulary
- Academic Writing
- Academic Reading
- Medical English
- Pronunciation
- English through Media
- Dail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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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SGIC

LEVEL 7
and up

파워스피킹 프로그램

SGIC의 SSP 프로그램은 정확한 영어 발음과 더불어 듣기,말하기에 중점을 둔 스피킹 집중 프로그램 입니다.

selling point !
1.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최강자! - 발표
2. 스피킹 자신감 100% 향상 - 발음과 억양 녹음 후 1:1 교정
3. 젊은 감각의 수업 스타일 - 센스있는 토론, 유투브 채널 운영, 리포터 체험등
* 스피킹 샘플 패키지 ( 2018 프로모션 가격 )
ex) INTENSIVE ENGLISH 2개월 + 통번역(EFP) 2개월 + 파워스피킹(SSP) 2개월 = 총6개월
study 24(20+4) $7,700 + 등록비 $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3,240 + $3,700 + $3,700 + 등록비 $150 + 교재비 )

수업기간

4주(100시간) : Certificate 발급
8주(200시간) : Diploma 발급

입학조건

1차 -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7 and up / TOEFL iBT 70 +/ IELTS 5+
2차 - 스피킹 테스트 (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개강일

Vancouver , Toronto : 주 25시간

Jan 29 / Feb 26 / Mar 26 / Apr 23 / May 22 / Jun 18 / Jul 16 / Aug 13 / Sep 10 / Oct 9 / Nov 5 / Dec 3 - 2018

기간
Original
수업비용

수업시간

학비(Tuition)

4주

$ 1,875

8주

$ 3,700

교재비(Material fee)

등록비(Registration fee)

$ 100

$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수업 대상
-일상 대화를 넘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 학생
-유창하고 정확한 스피킹 스킬을 강화하고 싶은 학생
-짧은 시간내에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수업 내용
-영어의 유창성(Fluency)을 높이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Accuracy)을 학습
-영어의 자연스러운 억양(Intonation)과 강세(Accent)을 연습
-CBC, CNN, BBC등 글로벌 뉴스 프로그램, 신문 및 각종 미디어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진행
-다양한 주제의 Discussion과 Debating을 통해 논리적인 스피킹 훈련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스킬(Eye contact, Gesture등) 훈련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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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

SGIC

LEVEL 7
and up

통번역 프로그램
SGIC의 EFP 프로그램은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동시통역, 번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selling point !
1. 통역 공인 자격증 취득 기회
(캐나다 / 미국 / 한국 유일 ACTI / CILISAT / ILSAT / ITT 시험 공식센터)
2. 인턴십 및 실제 뉴스기사 번역 기회 (인턴기자 certificate / 추천서 발급)
3. 정확한 번역을 통한 네이티브 영어 습득
4. 동시 번역/통역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스킬 습득
* 통번역 샘플 패키지 ( 2018 프로모션 가격 )

통역사 자격증 취득기회 (비용별도)
ex) INTENSIVE ENGLISH 2개월 + 파워스피킹SSP 2개월 + 통번역 2개월 = 총 6개월
STUDY 24 (20+4) $7,700 + 등록비($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3,240 + $3,700 + $3,700 + 등록비 $150 + 교재비 )

Toronto : 오전반, 오후반 - 주20시간
Vancouver : 주25시간

수업기간

4주 : Certificate발급 / 8주 : Diploma발급

입학조건

1차 :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7 and up / TOEFL iBT 70 and up / IELTS 5 and up
2차 : 스피킹 테스트 (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개강일

Original
수업비용

수업시간

Jan 29 / Feb 26 / Mar 26 / Apr 23 / May 22 / Jun 18 / Jul 16 / Aug 13 / Sep 10 / Oct 9 / Nov 5 / Dec 3

기간

학비(Tuition)

4주

$ 1,875

8주

$ 3,700

- 2018

교재비(Material fee)

등록비(Registration fee)

$ 150

$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수업 대상
- 실제 캐나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을 배우고 싶은 학생
- 자연스러운 영어 스피킹을 원하는 학생
- 동시 통역/번역 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

수업 내용
-

동시통역과 번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움
Journal, Reading Comprehensions과 Article번역
실생활에 유용한 관용어와 속어를 배움
시트콤, 뉴스 등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번역
기사 번역을 통한 전문적인 문장력 훈련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즉석 통역 훈련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 통역사 자격증 비용 >
-ACTI : $ 180
-CILISAT : $ 180
-ILSAT : $ 180
두가지 시험을 함께 볼 경우에는 $ 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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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

LEVEL7

통번역 프로그램

수료 후 통번역 자격 시험 및 인턴십, 발룬티어

ACTI

The American Certification for
Translation & Interpreting
ACTI는 미국주정부에서 인증하는 통번역 자격증시험입니다.
SGIC EFP Diploma를 수료한 학생들에게만 ACTI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정해진 날짜를 통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크게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에서 통번역사가 되려면 ACTI자격증과 수업 이수가 필수 조건인 만큼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ILSAT & CILISAT

Interpreter Language and
Skills Assessment Tool
Cultural Interpreter Language
Interpreter skills Assessment Tools
ILSAT & CILISAT은 Ontario주정부에서 보는 통번역 자격증 시험입니다.
SGIC EFP Diploma를 수료한 학생들에게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정해진 날짜를 통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크게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캐나다에서 통번역사가 되려면 ILSAT & CILISAT 자격증과 수업 이수가 필수 조건인 만큼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인턴십 및 발룬티어 기회 - 추천서 발급

시험일정

매달 1-2회

시험시간

70분 (3:00 pm–4:10 pm)

비

$ 180 (Non-refundable)

용

결과발표
교차로 신문 - 토론토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한인 노인회 - 토론토

4-8 Weeks

중앙일보 신문 -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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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sol

SGIC

LEVEL6

LEVEL 7
and up

성인테솔 프로그램

SGIC의 i-TESOL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성인 테솔 프로그램 입니다.

selling point !
1. 영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필수코스!
2. 테솔 자격증 TKT 시험대비 (자격증 취득가능)
3. 단기간 수료증 취득기회 (4주과정 프로그램)
* 테솔 샘플 패키지 ( 2018 프로모션 가격 )

실습가능 (비용별도)
ex) INTENSIVE ENGLISH 4개월 + TYCP 1개월 + i-TESOL 1개월 = 총 6개월
STUDY 24 (20+4) $7,700 + 등록비($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6,160 + $990 + $990 + 등록비 $150 + 교재비 )

수업기간

4주(100시간) : Certificate발급 / 8주 TESOL + TYCP (200시간) : Diploma발급

입학조건

1차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7 and up / TOEFL iBT 79 and up / IELTS 6 and up
2차 스피킹 테스트(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수업시간

Vancouver, Toronto : 25시간

VANCOUVER - Jan 29 / Mar 26 / May 22 / Jul 16 / Sep 10 / Nov 5 - 2018
TORONTO - Jan 2 / Feb 26 / Apr 23 / Jun 18 / Aug 13 / Oct 9 / Dec 3 - 2018

개강일

Original
수업비용

기간

학비(Tuition)

교재비(Material fee)

4주 Vancouver

$ 1,500

$ 100

4주 Toronto

$ 990

교재비 포함

수업 대상

등록비(Registration fee)
$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

수업 내용
-

Lesson Plan 작성, 다양한 실전 기술(Class Managing, Researching등) 습득
CLT모델링 수업을 통한 자신만의 수업방식 습득
자료의 효과적인 사용법, 언어 습득 발달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실습
말하기와 쓰기, 화법, 그리고 단계적향상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전략을 배움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 TKT 자격증 시험비 >
-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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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CP

SGIC

LEVEL6
LEVEL 6
and up

유아테솔

SGIC의 TYCP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요령을 배우는 프로그램 입니다.

selling point !
1. 영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필수코스!
2. 카톨릭 교육청 (토론토) /
Cefa 현지 데이케어 실습가능 (벤쿠버) 연계 현지 학교 실습가능
3. 단기간 자격증 취득 (4주 과정 프로그램)

TYCP
Reference Letter

TCDSB 토론토
카톨릭 교육청 인턴쉽

* 테솔 샘플 패키지 ( 2018 프로모션 가격 )

실습가능 (비용별도)
ex) INTENSIVE ENGLISH 4개월 + TYCP 1개월 + i-TESOL 1개월 = 총 6개월
STUDY 24 (20+4) $7,700 + 등록비($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6,160 + $990 + $990 + 등록비 $150 + 교재비 )

수업기간

4주(100시간) : Certificate발급 / 8주 TESOL + TYCP (200시간) : Diploma발급

입학조건

1차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6 and up / TOEFL iBT 79 and up / IELTS 6 and up
2차 스피킹 테스트(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수업시간

Vancouver, Toronto : 25시간

VANCOUVER - Jan 2 / Feb 26 / Apr 23 / Jun 18 / Aug 13 / Oct 9 / Dec 3 - 2018
TORONTO - Jan 29 / Mar 26 / May 22 / Jul 16 / Sep 10 / Nov 5 - 2018

개강일

Original
수업비용

기간

학비(Tuition)

교재비(Material fee)

4주 Vancouver

$ 1,500

$ 100

4주 Toronto

$ 990

교재비 포함

수업 대상

등록비(Registration fee)
$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

수업 내용
-

영어동요, 교구제작 등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배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영역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움
자료의 효과적인 사용법, 언어 습득 발달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실습
말하기와 쓰기, 화법, 그리고 단계적향상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전략을 배움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 테솔 실습 비용 >
-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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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LEVEL 6
and up

시험대비 프로그램

SGIC의 TOEFL-iBT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의 아이엘츠 점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selling point !
1.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단기간 점수향상
2. 1:1 피드백과 세심한 케어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취약부분 강화
3. 모의시험과 꼼꼼한 해설을 통한 시험대비 및 영어실력 향상
* 아이엘츠 샘플 패키지 (2018 프로모션 가격)
ex) INTENSIVE ENGLISH 3개월 + IELTS 3개월 = 총 6개월
STUDY 24 (20+4) $7,700 + 등록비($150) + 교재비 (12주 이상 등록시 교재비 현지납부)
( Original : $4,740 + $5,575 + 등록비 $150 + 교재비 )

수업시간

수업기간

4주 (100시간) 부터

입학조건

1차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7 and up / TOEFL iBT 79 and up / IELTS 5 and up
2차 스피킹 테스트 (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8-10명 / 성수기 14명-16명
Toronto - 비성수기 10-12명 / 성수기 16명-18명

개강일

Original
수업비용

Vancouver, Toronto : 주25시간

Jan 29 / Feb 26 / Mar 26 / Apr 23 / May 22 / Jun 18 / Jul 16 / Aug 13 / Sep 10 / Oct 9 / Nov 5 / Dec 3

기간

학비(Tuition)

교재비(Material fee)

4주

$ 1,875

$ 50

8주

$ 3,700

$ 100

- 2018

등록비(Registration fee)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수업 대상
- IELTS 대비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 (대학진학, 편입, 이민)

수업 내용
-

시험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
IELTS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
IELTS 테스트에 필요한 스킬 (ex:time management)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발달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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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SGIC

LEVEL 7
and up

대학진학 프로그램
SGIC의 PPP프로그램은 UCPP 전 단계로 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다 탄탄한 대학영어 기본기를 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selling point !
1. 아카데믹 글쓰기의 최강자
2. 조건부 입학 UCPP과정을 위한 첫단계
3. 오랜경험과 노하우로 대학영어의 기초다지기
* High level 패키지 (2018 프로모션 가격)
ex) PPP 2개월 + UCPP 3개월 = 총 5개월
$2,990 + $4,630 + 등록비 $150 + 교재비 $350
( Original : $3,700+ $5,450 + 등록비 $150 + 교재비 $350 )

수업시간

수업기간

8주 (200시간)

입학조건

1차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7 and up / TOEFL iBT 79 and up / IELTS 5 and up
2차 스피킹 테스트(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10-12명 / 성수기 15명-17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개강일

Jan 29 / Feb 26 / Mar 26 / Apr 23 / May 22 / Jun 18 / Jul 16 / Aug 13 / Sep 10 / Oct 9 / Nov 5 / Dec 3

기간
Original
수업비용

Vancouver, Toronto : 주25시간

학비(Tuition)

4주

$1,875

8주

$3,700

교재비(Material fee)
$100

- 2018

등록비(Registration fee)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수업 대상
- UCPP를 준비하는 학생 혹은 영어의 Writing을 중심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

수업 내용
-

아카데믹한 글쓰기에 필요한 필수 문법들을 집중적으로 배움
과제 및 발표를 통해 영어 글쓰기를 향상 시킬수있도록 기초 강화
글쓰기에 필요한 다양한 아카데믹한 어휘력 학습
글을 읽을때 문단의 요점을 찾는 훈련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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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P

SGIC

LEVEL 8
and up

대학진학 프로그램

SGIC의 UCPP프로그램은 INTENSIVE ENGLISH를 공부하고 나서
대학진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추는 전문적인 대학진학 프로그램 입니다.

selling point !
1. 40개 이상의 최다 대학 파트너십 보유 - 캐나다 대학 최다 합격률
2. 대학 담당자 초청 세미나
3. 공인 점수 없이, 대학자체시험 없이 캐나다 대학 입학! (본과 입학)
4. 대학 입학 보장제(Guarantee)
5. 에세이, 쓰기 중점 - 컬리지영어 / 리서치페이퍼 -MLA스타일

MLA란?
캐나다 모든 대학의 어사이먼트는 APA, MLA,
시카고 스타일을 이용한 리서치페이퍼를 써야합니다.
학생들은 SGIC UCPP 수업을 통해 대학레벨
잉글리시 클라스에서 요구하는 MLA 스타일의
리서치페이퍼를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대학입학 보장제 Guarantee 패키지 (2018 프로모션 가격)
ex) INTENSIVE ENGLISH + PPP + UCPP (Max 1 year) = $9,800 + 등록비 $150 + 교재비
Guarantee = $9,800 + 등록비 $150 + 교재비
( Original : ex) INTENSIVE ENGLISH 7개월 $10,500 + PPP 2개월 $3,700 + UCPP 3개월 $5,450 + 등록비 $150 + 교재비 별도 )
( SGIC의 Guarantee는 INTENSIVE ENGLISH+PPP+UCPP 과정을 최대 48주까지 들을 수 있는 대학입학 보장제 프로그램 입니다 )

수업기간

12주 (300시간)

입학조건

1차 학교 내 자체 테스트 SGIC Level 8 and up / TOEFL iBT 79 and up / IELTS 5.5 and up
2차 스피킹 테스트(Oral Test necessary) 필수

수업규모

Vancouver - 비성수기 10-12명 / 성수기 15명-17명
Toronto - 비성수기 10-14명 / 성수기 16명-18명

개강일

주25시간

June 19 / July 17 / August 14 / September 11 / October 10 / November 6 / December 4 / 2017

기간
Original
수업비용

수업시간

학비(Tuition)

4주

$1,950

8주

$3,800

12주

$5,450

교재비(Material fee)

$250

수업 대상

등록비(Registration fee)

$150

( 2018 프로모션 차트 참고 )

- 캐나다 대학교나 컬리지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업 내용
캠퍼스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의 영어 습득과 쓰기 집중 강화
리서치 스킬과 캐나다 대학문화 학습
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스킬
실질적으로 컬리지 과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조사 및 출처 표시등의 스킬을 배움
글쓰기에 필요한 아카데믹한 표현법을 배우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움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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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P

커리큘럼 안내 / 상담서비스 안내

MODULE 2

MODULE 1

MODULE 3

English Challenge

Research & Writing

Argumentative Essay

리서치 페이퍼 “Cause and Effect”
단어 + 라이팅
듣기훈련

에세이 “Compare and Contrast”
프레젠테이션 스킬 + TED Talk
리서치 페이퍼

비판적 사고력 훈련
토론수업
리딩 + 논리적인 말하기

Admission service

선착순 마감에 대한 부담 NO! 자리 확정 YES!
1
온라인테스트로 미리
레벨체크 후 기간결정
/ 상담 후 바로 등록결정

2

3

UCPP 등록 및
결제 후 컬리지 신청서 작성

4

5
1-6주 안에 가입학교
허가서 발행

UCPP 레터 요청
TORONTO
marketing@sgiccanada.com

UCPP 레터와 함께
컬리지로 준비서류 발송

VANCOUVER
vancouver@sgiccanada.com

상주 상담 서비스
- 캐나다 대학 (College & University) 관련 정보 제공
- 학교 및 학과 선택 관련 상담
-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준비 상담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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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P
질문과 답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CPP 가 정확히 무슨 수업인가요?
UCPP 는 University & College Pathway Program 의 약자로,
캐나다에서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영어점수 또는 대학 입학 영어시험 없이
현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입니다.

2

조건부 입학 과 IELTS 점수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자체시험, IELTS점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SGIC 의 UCPP 과정(조건부 입학)은 대학입학에 필요한 영어점수 또는 영어시험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실제 북미 대학과 같은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

UCPP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CPP과정은 학원 내 레벨테스트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경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시험 점수(IELTS 5.5 or TOEFL IBT 70 이상)가 있을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4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입학시험을 미리 볼 수는 없나요?
SGIC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테스트를 통해 학생분의 대략적인 레벨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레벨측정을 위해 입학 후 다시 한 번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5

UCPP는 공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SGIC UCPP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총 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부 입학으로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총 3개월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셔야 하며,
학생의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단계인 PPP과정 수강여부가 결정됩니다.

“Pathway 담당 한국인 카운셀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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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PARTNERSHIP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ONTARIO
캐나다 파트너 학교

SCHOOL
(IN ONTARIO ONLY)

Popular Program

Accepted
SGIC-UCPP

Algonquin College

* Medical Radiation Technology
* Weld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 Paramedic

70%

$ 17,000 and up

$ 100

ESL 4

70%

$ 500 per credit

$ 150

X

Alexander College

Residence

Tuition
(CAD)

Application Certificate
2 year
3 year
Fee
- diploma - diploma

4 year
Graduate
- Bachelor Certificate

정규입학
가능

X

X

ENGL 099
(ESL+3Credit
of major)

X

X

X

정규입학
가능

X

ESL 4

Algoma University

*Community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Music / * Science

70%

$ 12,500 and up

$ 95

N/A

N/A

N/A

Brock University

*Accounting
*Sports management
*Mathematics Integrated w /
Computers and Application

70%

$ 23,000 and up

$ 100

N/A

N/A

N/A

정규입학
가능

X

Centennial College

*Aviation / *Car / *Business / *Baking

75%

$ 12,700 and up

N/A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X

Confederation College

*Aviation
*Business
*Engineering Technology and Trade

70%+

$ 12,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N/A

N/A

N/A

+ Placement test

CMU-College of
Makeup Art & Design

*Makeup artist program

PPP 75%

$ 13,000 and up

$ 150

정규입학
가능

Dorset College

*Business
*Hospitality and Tourism
*Technical programs

70%

$ 10,000 and up

$ 200

X

Fanshawe College

*Business
*Aviation Technology
*Tourism and Hospitality

70%+

$ 11,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Business
*Culinary
*Early Childhood Education

70%+

$ 13,000 and up

$ 65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PPP 75%+

$ 13,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70%

$ 14,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X

정규입학
가능

*Engineering
*Forensic Science
*Speech-language Pathology

80%+

$ 13,000 and up

TBD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Niagara College

*Hospitality / *Tourism / *Baking

70%

$ 14,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X

X

Seneca College

*Bus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Fashion Business
*Aviation

70%+

$ 13,000 and up

$ 65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ELI
LEVEL 8

*Practical Nursing
*Social Service
*Marketing
*Esthetician

70%

$ 15,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Networking
*Culinary Management
*Graphic Design

70%+

$ 12,000 and up

$ 125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George Brown College
IBT College
Lambton College
Laurentian University

St. Lawrence College
St. Clair College

*Business
*Travel and Tourism
*Programming

University
transfer
program

입학가능

ELI
LEVEL 8

*Film Production / *Fashion Design
*Acting

PPP 75%+

X

$ 13,000 and up

TBD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N/A

N/A

N/A

RCC Institute
of Technology

*Electronics Engineering
*Computing Technology
*Interior Design

PPP 75%+

X

$ 13,000 and up

TBD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N/A

York University

*Bachelor degree programs
*Science and mathmatics
*Liberal arts and professional studies

80%+

$ 22,000 and up

$ 200

N/A

N/A

N/A

*Business and Math / *Languages
*Philosophy / *Religious study

80%

$ 25,000 and up

$ 16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X

X

*Petroleum System Engineering
*Business

80%

$ 16,000 and up

$ 100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정규입학
가능

X

X

Toronto Film School

King's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Reginal

캐나다 사립대학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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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C’s PATHWAY
PARTNER SCHOOLS

SGIC is constantly adding new partner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the U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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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LIST
2018 SGIC TUITION LIST
Registration Fee (Non Refundable): $150

NOTE: From ESL to DIPLOMA Course Changing Fee each session = $400 [ 1 Session = 4 weeks]

INTENSIVE ENGLISH PROGRAM

SEMI INTENSIVE

FULL TIME INTENSIVE

X-INTENSIVE

12.5 hrs / w

25 hrs / w + CFCC

25 hrs / w + CFCC + 1:1 Tutor

$415 / week
$405 / week
$395 / week
$385 / week
$375 / week
$365 / week

$520 / week
$510 / week
$500 / week
$490 / week
$480 / week
$470 / week

$60 / 4 weeks

$70 / 4 weeks

1-3 weeks
4-11 weeks
12-15 weeks
16-23 weeks
24-31 weeks
32 weeks and more

$280 / week
$270 / week
$260 / week

Material Fee

$60 / 4 weeks

BEDP

SSP Media

TYCP

i-TESOL

25 hrs / w

25 hrs / w

20 hrs / w (TOR)

25 hrs / w (VAN)

25 hrs / w

25 hrs / w

4 weeks
8 weeks
EXAM (TEST)
Volunteer

$1,875
$3,700
N/A
Available

$1,875
$3,700
$100 OPIc
N/A

$1,875
$3,700
$180
Available

$1,875
$3,700
$180
N/A

$990 (T) / $1500 (V)
N/A
TKT $270
Available

$990 (T) / $1500 (V)
N/A
TKT $270
Available

Material Fee

$200

$100

$150

$150

$100 (Van)

$100 (Van)

DIPLOMA PROGRAM

EFP

TOEFL-ibt

IELTS

PPP

UCPP

Joint Co-op (V)

Joint Co-op (T)

25 hrs / w

25 hrs / w

25 hrs / w

25 hrs / w

44 weeks

36 weeks

4 weeks
8 weeks
12 weeks
EXAM

$1,875
$3,700
N/A
$250

$1,875
$3,700
N/A
$300

$1,875
$3,700
N/A
N/A

$1,950
$3,800
$5,450
N/A

$9,900

$9,800

Internship Placement
Included

Internship Placement
not Included

Material Fee

$100

$100

$100

$250

Included

Included

OTHER PROGRAM

Homestay Placement Fee: $150 / Homesaty Fee: $960 (4weeks/3meals) / Airport Pick-up $100 / Student Insurance $1.70/day

TORONTO / VANCOUVER - SGIC Moving Forward

WWW.SGICCANADA.COM

* SGIC TUITION 가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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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2017 SGIC’s PATHWAY GUARANTEE PROGRAM CONSENT FORM
SGIC’s PATHWAY GUARANTEE PROMOTION 이란..
SGIC 와 연결된 현지 대학을 목표로 한 진학과정 프로그램 프로모션으로 단계별 INTENSIVE ENGLISH 수료 후
8주 과정의 PPP (Pre-Pathway Program) 그리고 12주 과정의 UCPP (University & College Pathway Program)을 거치며
진행 되어집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UCPP 프로그램을 끝내기까지 최대 48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UCPP GUARANTEE PROMOTION 을 유지 하기 위해선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INTENSIVE ENGLISH / PPP / UCPP 성적에 포함되는 모든 시험을 참여해야 합니다
2. INTENSIVE ENGLISH / PPP / UCPP 수업외엔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UCPP Guarantee Promotion 중 방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INTENSIVE ENGLISH (4주) 2번 결석, PPP (8주) 2번 결석, UCPP (12주) 2번 결석 이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2번의 지각이 한번의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5. 몸이 아플경우 Doctor’s Note 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학교내의 폭력 또는 욕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시작일 3개월 전에는 캔슬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위에 규정을 지키지 않을경우 UCPP Guarantee Promotion 은 취소처리가 됩니다.
취소처리가 될경우 Managing 팀에서 결정된 기간 동안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 와 같은 사항에 학생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동의합니다.
STUDENT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은 사항에 유학원 담당자 (Name) : _____________________ 은/는 동의 합니다.

(유학원) :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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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C Since 1994
“Moving Forward”
TORONTO / VANCOUVER

Your Success is our Success !

HOMeSTAY
홈스테이 / 픽업서비스

캐나다 현지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영어를 사용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영어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ORONTO / vancouver
Rates

Type
Single Room
Shared Room

3 meals
2 meals
3 meals
2 meals

4 Weeks

Weekly

Daily

$ 960.00
$ 930.00
$ 880.00
$ 840.00

$ 240.00
$ 225.00
$ 220.00
$ 210.00

$ 45.00
$ 42.00
$ 40.00
$ 38.00

* 위 내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Rate are in $CAN & Minimum length is 4 weeks
- Homestay Placement Fee (One-time fee) $150
- Airport pick-up $100 / Airport drop-off $100
- Shared Roomate only for two students travelling together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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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Have Fun!

캐나다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세요!

캐나다의 모든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즐기는 시간. 놀면서 영어를 배우세요!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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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alendar
액티비티 스케줄 샘플

TORONTO campus

January
Activities Calendar

TORONTO CAMPUS
facebook / SGICTORONTO
instagram / SGICCANADA
youtube / SAICCAADA

1

School Activities
ISX Activities
Suggested Activities

2

150. Dundas St. West
416 929 4050
www.sgiccanada.com

3

4

5

6

No school for ESL students
Diploma students 12pm
Walking Tour
Dundas Square / City Hall &
Kensington market

8

7

Harbor front walk

Bata Shoes Museum

$ FREE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12:00 pm

$ 14

9

10

Smoke’s Poutinerie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16

NYC

Science Centre

ZOO

$ 22

$ 29

Niagara Falls

22

Toronto
International
Boat Show

Aquarium Ripley

24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29

26

27

Graduation Day
Snow Valley ski

3 Brewers at Dundas

Test preparation

30

31

CN Tower

Aquarium Ripley

$ FREE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Ski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25

$ 99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12:00 pm

Don’t forget to like us!
www.facebook.com/SGICToronto

No school for ESL students
Diploma students 12pm
Walking Tour
Dundas Square / City Hall

20

Casa Loma

$ 33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St Lawrence Market

$ 10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12:00 pm

19

- TEST day -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28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18

Pub Night

23

Rec Room
(arcade games)

$ 55

NYC

$ 20 Entrance Fee

$ 369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21

13

ROM Museum

$ 36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17

15

14

$ 269

12

CN Tower

$5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Distillery District

Montreal

11

Snakes and
Lattes Board Games

Montreal

Welcome Party
&
Skate City Hall ($10)
Alio Bar 2:45 pm

$ 33

* Activities are subject to change
* Please ask 4th floor office representative for details.
* ISX tickets need to be booked in advance (4th floor office)

Sign up on 2nd Floor
meeting point 2nd floor
2:45 pm

VANCOUVER campus
The Polar Bear
Swim

1

2

3

4

5

6
Japanese BBQ

Activities Calendar
http://www.sgiccanada.com
Activities are subject to change.
Please see Facebook for details.

January

For all activities that include:
19+ ID REQUIRED
Photo ID + 2nd Piece

SGIC Intake Day
January 01

7

8

9

10

11

12

18

19

China Town Tour

Little Italy

14

Poutine Day

15

16
Movie Night

Harbour Centre

17

21

22

23

24

Ice Skating

Bowling

Tel: 604-605-0220
Fax: 604-605-0270
Email:vancouver@sgiccanada.com

20
Lynn Canyon Park

The Morrissey
on Granville

605 Robson Street, Suite 200
Vancouver, B.C. Canada V6B 5J3

13
Marcello’s
Italian Pizza

25

26

Suspension Bridge

27

Graduation

28

29

30

31

Olympic Village

2018

For all activities, please sign up on Facebook.
For Conversation Club, please sign up at the front desk.
Upload your photos from school and include hashtags:
#SGIC #SGICVancouver #SGICCanada #WeAreSGIC
You could win a great prize !

Connect With Us
5 Star Buffet
Pan Pacific Hotel

$60.00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Cheesecake Day
SGIC Intak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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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소셜 네트워크

우리 친구해요 :)

Like

Follow
I Like SGIC!

FACEBOOK
Join sgic’s

/sgiccanada (Vancouver)
/sgictoronto (Toronto)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YOUTUBE

instargram

/sgiccanada

/sgiccanada

Watch sgic tv on

Find sgi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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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4
ST.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Toronto / Vancouver / North york

더 많은 문의 사항은 한국 담당 마케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RONTO
marketing@sgiccanada.com

VANCOUVER
vancouver@sgiccanad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