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r international education destinati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개인 특성화 언어 지도 • 캐나다 문화 소개 • 전문적인 비지니스 영어 

교육자들을 위한 영어 • 교환 학생 프로그램 • IELTS 시험과 교육 센터

Welcome to the 
Language &

Culture Centre
at Mohawk College

Your international education destination

대학원 수준의 2년 자격증 과정*

2015년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인기 전공들이 제공됩니다:

Canadian Health Care Practices
Computer Technology
International Business
Pharmacy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Social Media 
*승인 대기 중

• 2년 과정은 3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

• 개인 교습, 상담 전문가, 국제유학생 멘토들의 지원

• 2 - 4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 캐나다 업무현장 통합 훈련

• 캐나다 이민 절차 교육

• 과거에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성공을 앞당겨주는 학점 면제 제도

• 추가적인 전문 교육 증명서

IELTS 시험과 훈련 센터

1년 내내 8주 IELTS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General
과 Academic IELTS 시험도 한 달에 두 번씩 제공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www.mohawkcollege.ca/ielts 를 방문하시거나 

ielts@mohawkcollege.ca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모든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는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hawk College
International, J107
135 Fennell Avenue West
Hamilton, Ontario L9C 1E9

P: 905-575-2254
F: 905-575-2362
E: intered@mohawkcolleg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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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

4 years in a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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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학생과 전문직업인
들을 위한 교육, 트레이닝, 
지원 활동들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새로운 7주 등록 과정 - 2015년 1월부터 개강

모학의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는 국제유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기초

단계에서 대학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7주 단계별 연속 등록 과정입니다. 7주씩 

이어지는 이 과정은, 한 해 동안 다른 시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단기간의 어학연수만 

원하는 학생들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Level 7과 8까지 올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어 대학 전공 

수업을 미리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Level 8을 마치시면 전문대학교나 대학교로도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EAP 과정은 7주마다 입학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7주에 

2,650달러입니다.

국제유학생 여러분들은 모학 

컬리지에서 재밌고 보람 있는 경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모학의 Language & Culture 

Center (LCC)를 통해, 영어와 문화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LCC는 신입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에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1,2 – 초급반

3,4 – 중하급반

5,6 – 중상급반

7,8 – 상급반

전문학사과정

EAP Levels

대학원 수준의 

2년 자격증 과정*

2015년부터 모학 컬리지가 여러 인기 전공들
을 영어 수업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자세
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

IELTS 시험과
교육 센터

IELTS 시험과 수업이 1년 내내 제
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

전문직업인들을 위한
회사 업무관련 영어와
문화 체험 과정

해외 업무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는 동시에 북미의 회사
생활 환경까지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한 고급 영어
및 교육법 강의

어떠한 환경에서든 더 효과적이고 소
통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
업 요령, 기술과 방법론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2주 과정.

여름 문화 체험 및
영어 특강

영어도 늘리고 재미있는 문화 체
험을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4주 과정은 잊지 못할 추억을 
주는 동시에 영어 실력까지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전문 영어 특강
저희는 맞춤형 특별 수업 자
료를 이용해 업계의 요구에
맞는 영어 수업도 따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최소 12명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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