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패스웨이 
프로그램

2022년 9월 학부 과정 시작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2023년 1월 학부 과정 시작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2023년 9월 학부 과정 시작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캐나다 토론토

Real Institute는 양질의 언어 교육 분야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배경과 학습자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ESL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Ryerson 대학교의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생들이 학업 및 개인적 성공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학부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기에 
시작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기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

온라인 미팅 예약 
저희 팀과 일대일 온라인 미팅을 예약하여 
Real Institute의 패스웨이 프로그램, 전환 
지원 등 Real Institute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받아보세요.

ryerson.ca/realinstitute/connect/

입학 요건
지원자는 선택한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지식과 역량은 갖추었으나 Ryerson
에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어야 합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ryerson.ca/realinstitute/howtoapply/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60개 이상의 

Real Institute 학사학위 프로그램과 성적증명서에 
표시되는 최대 3개의 학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주당 25시간의 수업을 통해 통합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과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에 초점을 둔 지원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수업료는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2
개의 대학교 학점 과정을 포함합니다. 학생은 추가 비용을 
내고 1개의 추가 학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
-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60개 이상의 Real 
Institute 학사학위 프.

-  학생은 단기간(주당 30시간 
수업)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학사학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수업료가 더 
저렴합니다.

IELTS 5.5
또는

Duolingo 90-99

2022년 1월

2022년 5월

2022년 7월

패스웨이 프로그램 시작일
2022년 5월

2022년 10월
2023년 1월

2022년 10월

2022년 7월

2022년 11월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2학기
(32주) | $32,900 CAD (2학점 포함)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2학기
(32주) | $32,900 CAD (2학점 포함)

Pre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2학기
(40주) | $37,499 CAD (2학점 포함)

Pre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2학기
(40주) | $37,499 CAD (2학점 포함)

Pre 영어 실력 향상 + 영어 실력 향상
(16주) | $13,594 CAD Pre 영어 실력 향상 + 영어 실력 향상

(16주) | $13,594 CAD

Pre 영어 실력 향상 + 영어 실력 향상
(16주) | $13,594 CAD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1학기
(16주) | $16,900 CAD (1학점 포함)

영어 실력 향상
(16주) | $8,995 CAD

영어 실력 향상
(16주) | $8,995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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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8월에 Ryerson 대학교는 Egerton Ryerson의 유
산을 계승하고 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학교 명칭 변경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시험 점수

IELTS 5.0
또는

Duolingo 80-89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1학기
(16주) | $16,900 CAD (1학점 포함)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1학기

(16주) | $16,900 CAD (1학점 포함)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2학기
(32주) | $32,900 CAD(2학점 포함)

문의사항  
realinstitute@ryerson.ca

팔로우 
@RURealInstitute

          

IELTS 6.0
또는

Duolingo 100-114

시험 점수

IELTS 5.0
또는

Duolingo 80-89

IELTS 5.5
또는

Duolingo 90-99

IELTS 6.0
또는

Duolingo 100-114

패스웨이 프로그램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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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점수

IELTS 4.5
또는

Duolingo 65-79

IELTS 5.0
또는

Duolingo 80-89

패스웨이 프로그램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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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
http://ryerson.ca/international/admissions
http://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
http://ryerson.ca/realinstitute/connect/
http://ryerson.ca/realinstitute/connect/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pre-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pre-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pre-english-boost/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pre-english-boost/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pre-english-boost/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nglish-boost/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nglish-boost/
https://www.ryerson.ca/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programs/esl-foundation-program/
mailto:realinstitute%40ryerson.ca?subject=Hello%21%20I%20am%20interested%20in%20learning%20more%20about%20the%20Real%20Institute
https://www.facebook.com/RURealInstitute/
https://twitter.com/rurealinstitute?lang=en
https://www.instagram.com/rurealinstitute/?hl=en
https://www.ryerson.ca/real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