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2018년,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에서는 45개국 이상에서 온 760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어 연수 코스에 등록하는 

유학생들은 캐나다 및 전 세계의 영어 구사 학생들을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 영어 연수 학생들은 아카데미 코스에 

등록한 영어 구사 학생들과 동일한 사회 문화 활동에 참여합니다. 

기숙사 옵션은 영어 연수 학생들이 캐나다 및 다른 나라의 영어 구사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므로, 유학생들에게 

진정한 캐나다 대학 경험을 제공합니다. 

UBC여야 하는 이유는?

캐나다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20대 공립 대학에 오른 UBC도 물론 그러합니다.  

UBC는 환상적인 캠퍼스와 뛰어난 위치로 명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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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 2019 프로그램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 대학 썸머 프로
그램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에서는 15-18세의 고등학생들이 
일류 대학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하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 워크숍, 정보 
세션 그리고 수업 후와 주말 활동의 전체 일정을 결합합니다.

2019년 세션 날짜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 7월 13일 토요일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 7월 27일 토요일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 8월 10일 토요일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는 공식 UBC 프로그램입니다.

• 아카데미 및 영어 연수 코스에서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 아카데미 코스는 UBC 교수와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  영어 연수 코스는 UBC의 유명 영어 어학원의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  UBC 퓨처 글로벌 리더스 2주 코스를 결합하여 4 ~ 6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캠퍼스의 UBC 학생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전반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하거나 매일 통학할 수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대학 수준 코스에서 선택
학생들은 UBC 교수와 강사들이 가르치는 코스 및 워크숍에서 
아카데미, 대인 관계 및 리더십 능력을 개발합니다.

아카데미 코스 포함 사항:

• 소비자와 소비: 글로벌 관점

• 디지털 미디어 기업가 정신

• 법인류학: 사망자 식별

• 엔지니어링 개론

• 건강 심리학: 심리학과 의학의 교차

• 글로벌 컨텍스트에서의 정치, 경제 및 외교

글로벌 테마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
로 영어 배우기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는 생생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 구사력과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UBC 코스 포함 사항:

• 글로벌 시민 의식 및 서로 다른 문화 간의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및 기술

• 환경과 기후 변화

•  아이엘츠(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아카데미 시험 준비

입학 및 등록
등록은 2019년 1월 8일 열립니다. 학생들은 코스 시작일 
전이나 당일에 15-18세여야 합니다.

아카데미 코스의 경우 학생들이 최소한 다음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  GPA(Grade Point Average) 점수 78%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학생들은 가장 최근 학교 통지표나 성적증명서에서 이 
점수가 나와야 합니 다.

•  아이엘츠(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6.0점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토플(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인터넷 기반 시험 80점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영어 연수 코스의 경우, 학생들이 최소한 다음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  GPA(Grade Point Average) 점수 78%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학생들은 가장 최근 학교 통지표나 성적증명서에서 이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  아이엘츠(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5.0점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토플(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인터넷 기반 시험 60점 
또는 이와 동등한 점수.

언어 요구 사항에 대한 참고: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어 요구 사항이 
권장합니다. 학생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영어 실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실제로 영어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영어 연수 코스에 배정됩니다.

프로그램 가격
모든 비용은 캐나다 달러(CAD)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정착 이민자 포함)

기숙사 옵
션

공항 픽업 및 드롭오프 서비스, UBC 캠퍼스 
기숙사(1인 1실), 캠퍼스에서 하루 3끼 식사, 
워크숍 및 모든 그룹 주도 활동을 포함하여 2
주 코스 하나가 3,045캐나다 달러(CAD)입니
다. 해외에서 오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지역 
의료 보험이 제공됩니다.

통학생 옵
션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시 ~ 5시, 오후 워크
숍 및 그룹 주도 소셜 활동을 포함하여 2주 
코스 하나가 1,600 캐나다 달러(CAD)입니
다. 점심 식사는 월요일 ~ 금요일 제공되며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금요
일 저녁 특별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지역 의
료 보험이 제공됩니다.

유학생

기숙사 옵
션

공항 픽업 및 드롭오프 서비스, UBC 캠퍼스 기
숙사(1인 1실), 캠퍼스에서 하루 3끼 식사, 워
크숍 및 모든 그룹 주도 활동을 포함하여 2주 
코스 하나가 4,095캐나다 달러(CAD)입니다. 
유학생들에게 지역 의료 보험이 제공됩니다.

통학생 옵
션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시 ~ 5시, 오후 워크
숍 및 그룹 주도 소셜 활동을 포함하여 2주 
코스 하나가 2,650 캐나다 달러(CAD)입니다.

점심 식사는 월요일 ~ 금요일 제공되며 금요
일에는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금요일 저
녁 특별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학
생들에게 지역 의료 보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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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exl.ubc.ca/fgl-ubc 

+1 604 822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