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텐시브 풀 타임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5시간의 수업시간과 5시간의 엑티비티로 총 30시간

으로 이루어 집니다. 1년에 5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텀은 10주과정입니다. 패스웨이 프로그

램은 추천 시작날에 입학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베이

식, 100-500, PGP까지 7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고, 매주테스트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월

요일-목요일: 8:45 - 3:30, 금요일: 8:45 - 12:00입니다. 

진학 패스웨이 (UCP) 

ECLC 파트너 컬리지 &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

다. UCP는 진학을위한 영어 실력과 대학에서의 수업을 이

해하기위한 학문적 능력을 키울 인텐시브 프로그램입니다. 

200레벨에서 수강할 수있으며 아카데믹 능력을 충분히 향

상시킬 시간을 주고 UCP500 레벨에서 파프터 대학에서 파

트 타임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UCP 프로그램을 졸업하

면 파트너 학교의 영어 조건에 충족합니다.  ECLC의 파트

너 학교는 노바 스코샤주, 뉴 브런 즈윅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온타리오주등에있어 모든 파트너 학교에서 조건

부 입학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비즈니스 영어 (BEW)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영어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비즈니스 및 직장에서의 영어

로 의사 소통 능력의 습득을 목적으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의 모든 상황에 잘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습

득 할 수 있습니다. 컨셉과 현재 비즈니스 관행의 실제 적용

내용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EW는 오후 선택 과목으로 

300 레벨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족 영어 (EP) 

아이 동반하는 부모를 위해 바쁜 일정에 맞게 설정한 공부 

시간으로 장기적으로 단단히 기초 영어부터 공부할 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P는 학령기 아이가있는 부모가 캐나다에

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영어를 배울 수있는 프로그

램으로 일주일 20 시간의 수업이있고 한 레벨 15 주입니

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학부모를 위한 워크샵이 설치되어 

있어 캐나다의 문화와 관습, 교육 시스템과 자녀의 학교와

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영어 (EC)  

유창한 말하기와 듣기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영어 EC는 모든 레벨에 대응하

며 오전은 기본 영어 스킬을 습득하고 오후에는 커뮤니케이

션을 연습합니다. 300 레벨부터 오후 선택 수업으로 다이

나믹 스피킹과 창의적인 영어수업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피킹은 롤 플레이, 변론, 토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말하

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고 창의적인 영어는 4가지의 

테마(영어와 음식, 영어와 예술, 영어와 미디어, 영어와 음

악)를 통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는 

5 주입니다. 

 

IELTS 시험준비 (IP) 

영어 실력을 올리고 IELTS시험 준비하고자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IP는 일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IELTS시

험 준비도 할 수있는 풀 타임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기초 

영어 실력을 습득하고, 오후는 보다 높은 IELTS 점수를 얻

기 위한 스킬을 양성합니다. 300 레벨부터 수강 할 수 있습

니다. 

 

 

인텐시브 IELTS시험준비 (II) 

IELTS시험에 집중하는 에벨 높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영어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IELTS시험 점수 따는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키고 

훈련합니다. 400레벨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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