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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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 리버스 대학교는 국제 교육 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ITC)를 통해 최고 역량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의 집중 단기 프로그램들은 배움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효과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한편 수강생들은 신중히 선택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캐나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평생 지속되는 풍부하고 보람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언어 문화 오픈 프로그램

(Language and Culture Open Programs)
(ITC 프로그램 안내서 4~6페이지)

4회의 실습 워크숍, 선택과목, 영어 공부, 신중히 선정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포함합니다.

4주 겨울 언어 문화 프로그램

2018년 1월 22~2월 9 | CDN$2,850

4주 여름 언어 문화 프로그램

2018년 7월 3~27일 | CDN$3,200

3주 여름 언어 문화 프로그램

2018년 8월 7~24일 | CDN$2,850

전문 분야 언어 문화 프로그램
(ITC 프로그램 안내서 8~13페이지)

정규 과정 준비 영어 프로그램
(Language and Culture Transition Program)
9월 정규 학과 과정에 등록한 국제 학생용.
2018년 8월 7~24일 | CDN$2,050

대학 생활 성공 프로그램
(University Success Program)

수강생은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캐나다 문화를 체험하면서
유학 생활 성공 여부를 알아가게 됩니다.
2018년 6월 18일~7월 29일 | CDN$1,550

4주 여름 영어 및 문화 프로그램 병행 옵션 가능

truworld.ca/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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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심 프로그램
(ITC 프로그램 안내서 16~20페이지)

해외의 비씨주 공립학교 과정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BC Offshore School Enhancement Program)

주 정부 수능 시험과 대학 유학 생활의 성공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실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4주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 | CDN$3,200

요약 정보

• 캠룹스(Kamloops)의 어원은 슈스왑
원주민 말로 “강들의 만남”이라는 의미인
트켐럽스(T’kemlups)입니다.
• 연간 일조량 2,000 시간 이상
• 캠룹스에는 82개의 공원이 있으며 총
면적은 1,350헥타르에 이릅니다
• 캠룹스의 역사는 125 년 되었지만, 여전히
한창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 캠룹스는 13개의 뛰어난 골프장이 있고 “
캐나다의 토너먼트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캠룹스는 북미 최초의 중국계 시장을
배출했습니다

방문 학생 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Program)

TRU와 제휴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모든 과정은 학생의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2018년 8월 27~12월 6 | 학기당 CDN$5,200

교원 연수 프로그램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ITC 프로그램 안내서 21~23페이지)

고등 교육 교원을 위한 연수 과정

최신 교육 이론을 습득하면서 다양한 교수 기법과 전략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 | CDN$3,450(20명 그룹 단위 기준)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교사 연수 과정

연수생에게 독자적인 교수 방식을 확립시켜줄 입증된 다양한 교수 기법과
전략을 소개합니다. 연수생은 자신이 구사하는 영어의 오류를 바로잡고
액센트를 집중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타 과정이 필요하신가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수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TC에 문의하십시오. 제공 기간과
프로그램 내용은 고객의 교육 요건에 맞춰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제 교육 센터

Thompson Rivers University
805 TRU Way
Kamloops, BC Canada V2C 0C8
전화: globaltraining@tru.ca
이메일: +1.250.377.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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