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호환되는 브라우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또는 이후 
버전), 파이어폭스, 크롬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주소창에 https://applynow.georgebrown.ca 를 
입력합니다. 

계정 만들기: 

»                      을 클릭합니다. 
»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조지브라운을 접하게 된 경로를 선택하세요. 
»                      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등록 이메일이 보내질 것입니다. 
받은 이메일 속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1 단계: 개인 정보 

» 각 항목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 *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을 입력하세요. 

2 단계: 유학원 정보 

» 유학원을 통한 지원 여부를 선택하세요. 유학원을 
통한 경우, 유학원 정보를 입력하세요. 

»  과거 조지브라운 지원 여부를 선택하세요. 과거에 
지원했었다면, 조지브라운 ID를 입력하세요. 

» 다른 캐나다 대학에서 조지브라운으로 편입 여부를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이전 학교를 선택하세요. 

3단계: 영어 능력 

조지브라운 대학에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선택사항이 보여집니다. 

»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세요* 
»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수강을 원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위 경우가 아니라면 4단계로 이동하세요 

 

     국제 유학생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가이드 
  

* “Not applicable” (해당 없음)은 나열된 국가 중에서 2년 동안 
영어로 이루어진 강의를 수료한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https://applynow.georgebrown.ca/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프로그램 

» EAP만 지원하는지, EAP와 학위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EAP 레벨을 결정할 TOEFL 및 IELTS 점수가 있다면, 
메뉴에서 “Yes”를 선택하세요. TOEFL 및 IELTS 점수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No”를 선택하세요. 

» 수강할 기간을 선택하세요. 각 레벨은 8주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AP 수강 시작 시기도 
선택하세요. 

4단계: 프로그램 선택 

»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1지원에 불합격할 경우를 대비해 2지원 항목을 
선택하세요. 

5단계: 서류 업로드 

»                  를 클릭해 해당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TOEFL 및 IELTS (Academic) 성적표가 있다면, 여기에 
업로드하세요.  

6단계: 지원비  

온라인 신용카드 지불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카드로 가능합니다. 

» 지원비 $95를 지불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신용카드로 지불한다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를 클릭하세요. 
» 은행 송금으로 지불한다면, 영수증을 업로드하세요. 
바우쳐가 있다면 여기 업로드하세요. 

7단계: 확인 및 지원 완료 

» 지원을 마치기 전에 선택한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하세요. 

» 지원 완료 전 지원서를 보기 및 프린트하려면, 
프로그램 설명 아래 보기 및 프린트 링크를 
클릭하세요. 

»  지원을 완료하려면 동의 사항에 체크해야만 합니다. 

8단계: 지원 상황 체크 

지원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원서에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