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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 주 캠룹스

캐나다 달러

학부 수업료(ESL, 대학 예비(U-Prep) 및 학업 과정)

• $6,900/학기(최대 12학점/4과목)
• $8,400/학기(15학점/5과목)
• 추가 학점당: $500(가을/겨울) $575(여름)

예외:

• $19,750/1학년

용수와 폐수
공학 과정 편입

• $19,000/1학년($500/학점)

학사 후(Post-Baccalaureate) 디플로마 수업료

• $1,725/과목($575/학점)
• $5,175/학기(9학점/3과목)
• $6,900/학기(12학점/4과목)
• $8,625/학기(15학점/5과목)

대학원 수업료
• 경영학 준석사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in Business
Administration, GDBA)

• GDBA(MBA/MEEM/MScEEM 1년차):
$2,334/과목(합계 $14,000까지, 최대 6과목)

• 경영학 석사(MBA)(3학기)

• MBA(2년차): $30,571

• 환경 경제 경영학 석사(Master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MEEM) 또는 환경 경제 경영 과학 석사
(Master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MScEEM)

• MEEM/MScEEM(2년차): $33,630

• 교육학 준석사(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al Studies,
GCES)

• GCES(Pre-MEd): $7,900/학기

• 교육학 석사(Master of Education, MEd)(3학기)
프로젝트나 논문 옵션에 4학기가 필요할 수 있음

• MEd(3학기): $8,760/학기, $4,325/제4학기, 필요한 경우

• 환경 과학 석사(Master of Environmental Science, MSc)(2년)

• MSc(2년/6학기): $5,839/학기

• 간호학 석사(Master of Nursing, MN)(2년/6학기)

• MN(2년/6학기): $5,217/학기

일반 비용(도서관, 활동, 학생회, U-PASS 등)

$510/학기

전형료(1회, 환불 불가)

$100

숙식비

자세한 사항은 tru.ca/housing 참고

홈스테이 프로그램

$3,300/학기(약 $825/월)

캐나다 가정에서 하루 3식, 가구 딸린 개인 방 제공

$150 소개비
$420 보증금

TRU 기숙사 및 컨퍼런스 센터(캠퍼스 내)

평균 $4,125/학기

가구 완비, 냉난방, 금연, 안전한 건물, 인터넷 이용, 전화 서비스, 케이블 TV,
간단한 건물 관리와 청소. 4 스위트 스타일, 공유 스위트마다 개인 침실 구비.
식사 제공 없음. 최소 입주 기간: 2학기.

$500 보증금

맥길(McGill) 캠퍼스 내 주택

평균 $2,807/학기

간단한 부엌 시설에 가구 딸린 개인 방. 다른 3학생과 화장실 공동 사용. 식사
제공 없음.

$150 신청료

$30/학기 기숙사 생활 활동비

$275 보증금

캠룹스 캠퍼스 밖 주택

자세한 사항은 tru.ca/housing 참고.
예상 관련 비용
• 의료 보험

$300/학기

• 교과서

$100~500/학기

• TRUSU 확대 건강 및 치과 보험(trusu.ca)

$248/년

학기당 총 예상 비용

평균 $11,500/학기

(학부 수업료와 맥길 캠퍼스 내 주택 기준)

*모든 요금, 날짜,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 과정은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요금은 입학 안내 편지를 참고하십시오. **하나의 일반 학과목은 3학점입니다.

과정 분야

과정 학비*

인문
인류학, 경제학, 영어, 환경학, 지리, 역사,
저널리즘, 현대어, 철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연극, 시각 예술

경영
회계, 경영, 경제학, 환경 경제 지속 가능 개발,
재정, 인적 자원 관리, 정보 기술, 국제 경영,
마케팅, 신생 벤처 창업, 홍보, 공급 사슬 관리

전산 과학 및 전산 기술
건축 공학, 전산 과학

교육 및 사회사업
교육(유아기, 초등, 중등, 리더십, STEM, TESL,
ESL), 사회사업

보건
간호, 의예과, 호흡기 치료

법률
법학 박사, 경찰 및 사법

과학 및 환경
생물, 화학, 전산 과학, 생태 환경학, 공학, 임학,
지질학, 원예, 수학, 물리, 예비 전문 보건학,
통계

관광
어드벤처, 요리, 이벤트 집회 관리, 국제 관광
개발, 리조트 호텔 관리, 스포츠 이벤트 관리,
관광지 개발, 관광 경험 관리

기능 및 기술
기술 관리, 수처리 기술

맞춤형 훈련 과정
여름/겨울/방문 단기 훈련

영어 과정(ELP)
레벨1
5 ESL 강좌

레벨2
5 ESL 강좌

레벨3
5 ESL 강좌

레벨4
4 ESL 강좌 + 1학과목

레벨5
2 ESL 강좌 + 3학과목

수강 요건: TRU 영어 배치
시험 필수, 권장 입학 요건
TOEFL iBT 20

수강 요건: 레벨1 수료,
TRU 영어 배치 시험 필수

수강 요건: IELTS: 5.0+, TOEFL iBT:
61+, TOEFL PBT: 500~529, MELAB:
69+, CanTEST: 3.5+, CAEL: 종합 40+,
TRU ESL 레벨2

수강 요건: IELTS: 5.5+, 5.0 미달 밴드 없어야 함,
TOEFL iBT: 71+, TOEFL PBT: 530~549, MELAB:
74+, CanTEST: 4.0+, 3.5 미달 컴포넌트 없어야 함;
CAEL: 종합 50+, 40 미달 하위 시험 점수 없어야
함, TRU ESL 레벨3

수강 요건: IELTS: 6.0+, 5.5 미달 밴드 없어야 함,
TOEFL iBT: 80+, TOEFL PBT: 550~569, MELAB: 77+,
CanTEST: 4.0+, 4.0 미달 컴포넌트 없어야 함;
CAEL: 종합 60+, 50 미달 하위 시험 점수 없어야 함,
TRU ESL 레벨4

학문 과정 직행 수강
수강 요건
• DAAD/CEFR:

• IELTS: 6.5+, 6.0 미달 밴드 없어야 함

• CanTEST: 4.5+, 4.0 미달 컴포넌트 없어야 함

• TOEFL iBT: 88+, 20 미달 섹션 없어야 함

• CAEL: 종합 70+, 60 미달 하위 시험 점수 없어야 함

• TOEFL PBT: 570+, TWE 4.5+

• PTE: 58+

• B2(방문 학생에 한함), 도착 시 추가 영어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EPT 치러야 함.

• MELAB: 81+

• TRU ESL 레벨5

• 학위 과정 학생은 C1.

TRU

KAMLOOPS, BC
CANADA

100+

봄

학문 과정

13,000
재학생

17,000
응용/체험 학습

원격 교육 학생

설립:

1970

양질의

2,000+

공립

안전

실무 및 학업

여름

85개국 출신 국제 학생
가을

경제적

KAMLOOPS


100,000

 27oC–33oC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두 번째로 화창한 도시

세계 수준의 스키

및 스노보딩 환경

-5oC ~ +4oC



석사 학위. 준석사 수료증.
학사 학위. 학사 후 디플로마.
수료증과 디플로마. 준학사 학위.
ESL. 종합 대학 편입 학점.
종합 대학 입학 준비.

지원 마감

1~4월 학기:
10월 15일



겨울

5~8월 학기:
2월 15일

9~12월 학기:
5월 31일

온라인 지원: truworld.ca/apply

참고: 자리가 있으면 지각 지원도 심사합니다.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과정은 마감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입학팀(Admissions team)에 확인하십시오.

양질의 교육. 수상 경력이 있는 국제 지원 서비스. 세계 수준의 여가 시설. 아름다운 현대 캠퍼스.
소규모 학급. 유연한 학점 인정. 코업(co-op) 교육 과정. 대학 운동경기. 장학금 혜택. 우수한 캠퍼스 내 주택 옵션. ESL과 학문 과정 연계.
Whitehorse

TOEFL 및 IELTS 점수 인정. 영어 배치 시험 제공.
Yellow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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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250-828-5252 | 팩스: +1-250-371-5513
일반 문의: welcome@tr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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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학사 후 과정 지원: iapply@tru.ca
석사 학위 지원: GradAdmissions@tru.ca
truworl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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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RIVERS UNIVERSITY
805 TRU Way, Kamloops, BC, Canada V2C 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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