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수강료*

캐나다 달러

학부 수업료 (ESL, 대학 준비 및 학업 과정)

학기당 $6,900(최대 12 학점/4 개 과목)
추가 학정당 $500 **

첫해 $19,750
첫해 $19,000 (학점당 $500)

예외 사항:

• 상수 및 폐수
• 엔지니어링 과정 편입
고등 교육 이상 졸업장 과정 수업료
학사 과정 수업료
• 경영학 학사 수료
•
• 경영학 석사 과정
• 교육학 학사 수료
• 교육학 석사 과정

학점당 $1,725 (4개 과목당 평균 $6,900)

과정 (GCBA)

과목당 $2,334 (최대 6개 과목, 총
$14,000)

(MBA) (3 학기제)
과정 (GCES)
(MEd) (3 학기제)

프로젝트나 논문 선택 사항에 따라 4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학 석사 과정 (MSc) (2 년제)
일반 요금 (도서관, 활동, 학생회, 대학 패스 등.)
지원료 (1회, 환불 불가)

숙식료

전체 프로그램 수업료 $30,571
학기당 $7,900
학기당 $8,760
4번째 학기당 $4,325
학기당 $5,839
학기당 $502
$100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truworld.ca/internationalstudents/housing 참조.

홈스테이 프로그램
1일 3식, 캐나다인 가정집에서 가구딸린 전용실 제공.
TRU 주거 및 회의 센터 (캠퍼스 소재)
가구 제공, 냉방 가동, 금연, 인터넷 접속, 전화 서비스,
케이블 TV, 간단한 시설 관리.
4가지 스타일의 스위트룸, 같이 사는 스위트룸에 개인
침실이 있습니다.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최소 체제 기간:
2 학기.
McGill(맥길) 교내 주거 시설
간단한 주방 시설을 갖춘 가구딸린 전용실. 3명의 다른
학생들과 같이 쓰는 욕실.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Kamloops(캠루프스) 교외 주거 시설
자세한 사항은 tru.ca/services/housing/offcampus 참조

학기당
배치료
보증금
학기당
보증금
학기당

$3,000
$150
$375
평균 $3,725
$500
주거 활동료 $30

학기당 평균 $2,400
지원료 $150
보증금 $275

학기당 $288
학기당 $100–500

학기당 예상 총액
(학부 수강료 및 McGill(맥길) 교내 주거 시설 기준)

학기당 평균 $10,500 average/
semester

* * 모든 요금, 날짜 및 규정들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 프로그램들은 별도의 수강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요금에 관해서는 귀하의 입학 통지서를 참조하세요. ** 과목은 보통 3
학점입니다.

영어 프로그램 (ELP)
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에 실제적인 기술을
다룹니다.

ESL 선택 과목
특정 주제나 기술에 촛점을
맞춘 선택 코스입니다.

학업 과목
TRU의 학업 프로그램에서
뽑은 과정입니다.

예술
인류학, 경제학, 영어, 환경학, 지리학,
역사, 저널리즘, 현대 언어, 철학, 정치
과학, 심리학, 사회학, 공연 예술, 시각
예술

비즈니스
회계, 경영, 경제학, 환경 경제학 및
유지 개발, 재무, 인사 관리, 정보 기술,
국제 비즈니스, 마케팅, 신규 사업
창조, 홍보, 공급 체인 관리

컴퓨터 과학 및 기술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정보 시스템,
소프트 엔지니어링, 웹 디자인 및
프로그램밍

교육학 및 복지학
교육학 (유아 교육, 초등 교육, 리더쉽,
TESL), ESL, 복지학

보건학
간호학, 의학, 호흡기 치료

예상 관련 비용:
• 의료 보험
• 교과서

ESL 핵심 과목

프로그램 분야

풀타임 학업 과정으로의 직접 입학 조건

법률
과학 및 환경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 과학, 생태학 및
환경학, 엔지니어링, 산림학, 지질학,
원예힉, 수학, 물리학, 보건학, 통계학

관광학
모험 연구, 요리, 행사 및 회의 관리,
국제 관광 개발, 리조트 및 호텔 경영,
스포츠 행사 관리, 관광지 개발, 여행
관리
무역 및 기술
기술 관리,
수질 관리 기술

입학 조건 TRU ESL 레벨 5 수료; TOEFL PBT: 570+; TOEFL iBT 88+; IELTS 6.5

레벨 5

ESL 핵심 과정 2개

+ +학업 과목 혹은 ESL 선택 과목 3개

레벨 5 입학 조건 TOEFL PBT: 550, TOEFL iBT 80, IELTS 6.0

레벨 4

ESL 핵심 과정 4개

레벨 3

ESL 핵심 과정 5개

레벨 2

ESL 핵심 과정 5개

레벨 1

ESL 핵심 과정 5개

+ 학술 과목 혹은 ESL 선택 과목 1개

레벨 4 입학 조건 TOEFL PBT: 530, TOEFL iBT 71, IELTS 5.5

레벨 3 입학 조건 TOEFL PBT: 500, TOEFL iBT 61, IELTS 5.0

레벨 2 입학 조건 TRU 영어 평가 시험

제시된 입학 요건 TOEFL PBT 350, TOEFL iBT 20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석사 학위. 학사 수료증. 학사 학위. 고등
교육 이상 졸업장 과정. 수료 과정과 졸업
과정들. 준학사 학위 제2외국어 영어 (ESL).
대학 편입 학점. 4년제 대학 준비.

편안한

친절하고

저렴한

양질의 교육. 수상 경력에 빛나는 국제적 지원 서비스. 세계적
수준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현대적인 감각의 아름다운
캠퍼스. 소규모 학급 수업. 유연한 학점 인정 편입. 산학 협동
프로그램. 학교 대표 체육팀. 장학금 수여. 훌륭한 캠퍼스
기숙사 옵션 가능. ESL과 학업 과정 결합. TOEFL 및 IELTS
점수 인정. 영어 레벨 평가 테스트 가능.

공립

설립년도:

1970년

학위 수여

여름

가을
겨울

봄

100,000명
섭씨 영상 27도

지원 마감 기한
1월- 4월
학기

5월 - 8월
학기

9월 - 12월
9월

10월 15일

2월 15일

5월 31일

캐나다에서 가장 더운 여름 날씨

섭씨 영하 5도
섭씨 영상 4도

세계적 수준의

스키와 스노우보드

참고: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 지원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THOMPSON RIVERS UNIVERSITY (톰슨 리버스 유니버시티) (TRU)
900 McGill Road, Kamloops, BC Canada V2C 0C8
전화: +1 250.828.5252 | 팩스: +1 250.371.5513
문의: welcome@tru.ca | 지원: iapply@tru.ca
석사 과정 지원: GradAdmissions@tr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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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100개 이상 학업 프로그램
13,000명 학생수
17,000명 타지역 학생들
학생들
1,750명 이상 외국인
85여개 국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