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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가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

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

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

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

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스마트 안심유학’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

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

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

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

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

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

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

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

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

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

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

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

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영잘못도, 내신 6등급 학생도 OK?

패스웨이를 알면 해외 명문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어실력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대학을 진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패스웨이(Pathway)는 다양한 여건의 학생

들이 글로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약 1

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양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유학생 조건부 입학보

장제도인 패스웨이를 낱낱이 살펴보자.

내신 6등급, 세계대학랭킹 10위 명문대 입학!

고등학교 내신 6등급이던 강** 학생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단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

다고 생각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패스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어학교에서

일단 어학연수를 마친 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UCLA 대학교 재료공학과에

당당히 편입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패스웨이를 통해 실현하는 해외 명문대생의 꿈

해외 명문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보는 것,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꿈은 꿈일 뿐’이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면 더욱 그럴 것.

물론 그 나라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학

에 입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대학들의 경우

자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진학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스웨이다.

패스웨이는 글로벌 4년제 대학에서 자국의 학생들과 같은 입학전형을 통해서

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유학생을 위해 입학의 문턱은 확 낮추고, 차근차근 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예비과정이다. 따라서

패스웨이를 활용한 유학생들은 토익, 토플 등의 영어시험이나 SAT 점수 없이

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고, 패스웨이 1년 동안 대학교 교

양 과목과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2학년 진학 이후 자국 학생들과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라마다 유학생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마련

그렇다면, 패스웨이는 모든 나라 대학에서 모두 가능한 걸까? 나라마다 유학

생들의 입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

스웨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소위 교육 선진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2,300여 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교육대국 미국은 현재

패스웨이를 활용한 대학진학 시스템이 가장 진화하는 나라. 1년 과정의 패스

웨이 과정을 마치고 해당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대학

에서 공부하고 폭 넓게 타 명문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영국은 일반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외고나

특목고 출신들은 1년 속성 A-Level을 이수하면 Top10 대학 진학의 가능성

이 높고, 그 외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Top20 대학까

지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명문대들이 많은 호주와 캐나다도 패스웨이를 통한 진학방법

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잘 활용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

더 유명하고 우수한 글로벌 명문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각나라 패스웨이(대학진학) 프로그램

미국

패스웨이 수료 후 해당 대학 혹은 대학 2학년으로 진학(편입) 가능

영국

파운데이션 1년 수료 후 전공 3과목과 영어성적으로 세계 200대

영국 명문대 진학 가능

캐나다

영어학교 혹은 패스웨이 기관을 통한 패스웨이 수료 후 캐나다 명

문대 진학 가능

호주

희망하는 대학 디플로마 과정 수료 후 2학년으로 진학 가능

★ 패스웨이, 이래서 좋다! ★

• 한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대학 입학 허가

• 영어성적(TOEFL, IELTS 등)과 SAT성적 없이도 대학 진학

• 1년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이수 후 예정된 대학의 2학년 진학

• 글로벌 패스웨이 과정 이수 중에는 현지 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학부 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도 함께 수업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

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

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

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

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

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

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

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

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

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

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http://www.isecard.co.kr/new/
https://www.isic.co.kr/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

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

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

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

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

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각기 사

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

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대학(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

유학네트는 미국 20여 개 대학교와 캐나다 40여 개 대학교, 영국 70여 개 대

학교, 호주 40여 개 대학교의 공식 입학지원처로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대학

(원) 진학을 안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 지원시

기, 지원 가능한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컨설팅,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의 모

든 과정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를 통해 진학할 수 있

는 캐나다 입학 지원 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학네트가 입학 지원하는 캐나다 명문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 이 외 희망하는 전공, 지역, 성적 등에 따라 캐나다 대학교로 지원 가능

캐나다의 4년제 대학교 입학 조건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TOEFL iBT 85 

이상 / IELTS 6.5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 전문대학도 TOEFL iBT 80 이상

이 필요하므로 직접 입학은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영어성적이 부족하다면 대

학 입학 전까지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입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학과 연계된 어학연수 기관을 통해 진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년제 대학으로 먼저 입학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특정 교육기관에

서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캐나다 명문대학으로 진학하

는 방법이 있다.





CANADA

캐나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유학 최적지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울창한 산림과 광활하게 넓은 땅일 것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과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투명하게 맑고 아름다운 호수와 빙하로 둘러싸인 거대

한 록키 산맥이 뿜어 내는 매력은 대자연이 가진 매력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또한 고집스런 프랑스계와 명예를 존중하는 영국계, 자유로운 미국계 이렇게

삼색의 미묘한 조화와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기반이 되어 고유의 문화를 지키

면서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깨끗하고 표준적인 발음의 영어를 사

용하고 드넓은 땅 어디에도 사투리 쓰는 곳이 없는 곳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

서 모여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로 ‘문화 모자이크’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낮은 범죄율로 안전

한 생활환경, 깨끗한 자연환경, 쾌적한 기후,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용 등으로

외국학생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라 할 수 있다.

1.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우수한 교육 환경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국가지원을 받으므로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준 있

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4년제 종합대학(University)은 대부분 공립으

로 주정부 관할에 있으며 여기서 취득한 학위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년제 전문대학(College) 역시 각 주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관리의 결과 캐나다는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

며, 이것만으로도 캐나다의 높은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



2.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니트(EIU)에 따르면 안정성, 의료, 문화, 교육, 도시

기반의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캐나다 도시

인 밴쿠버가 3위, 토론토가 4위, 캘거리가 5위에 선정되었다. 그만큼 캐나다

의 도시는 우수한 삶의 질과 환경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

캐나다에는 2백 만개 이상의 호수, 천여 곳의 공원, 뚜렷한 사계절과 함께 많

은 지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생활수준과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다문화 사회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공부

를 하든 최적의 생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이웃 나라인 미국과는 달리, 총

기 사용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총

기 사고나 범죄율이 매우 낮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은 모든 보고된 폭력 범죄의 1% 미만으

로 현저히 낮아 그 안전성을 보장한다.

4.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중앙정부

의 강력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여러 문화가 서로 병존해서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이 여러 야채가 뒤섞이고 녹아 들어 하나의 맛을 만드는 ‘수프

(soup)’라면, 캐나다는 다양한 야채가 같이 섞이지만 각자 고유의 맛을 그대

로 간직하는 ‘샐러드’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캐나다는 인종차별 없이 전세계

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화의 장이라 할 수 있다.



5.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캐나다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육

투자율은 국민 총생산(GDP)의 6.1%이나, 캐나다는 그보다 높은 7.1%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시설이 우

수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교육 기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

6.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100여 년 전부터 영어와 프랑스어

가 공용어로 자리잡았다. 몬트리올이 속해 있는 퀘백주는 프랑스어를 구사한

다. 캐나다는 2개 국어 국가로서 영어나 프랑스어 혹은 두 언어를 모두 배우

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영어연수와 프랑스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캐나다 대학 중 60개 이상이 영어, 20개 이상이 프랑스어, 6개 학교

정도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교육한다.

7. 유학생 취업비자 규정완화로 졸업 후 취업 이민 유리

캐나다 공립대학과 대학원, 일부 사립 컬리지에 재학중인 외국학생들에게 캠

퍼스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로 Work off campus와 외국학생들이 학업

을 마친 후 캐나다에 남아서 최대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각 주 마다 갖는 각양각색 교육제도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음이 헌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진학에 관한 부분은 각 주의 교육 제도에 준한다. 각 주 정부는 지

역 관심사와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정책을 펴고 있어 지역, 종교, 역사, 

인종 등 각 주의 특성에 따라 교육형태와 정책, 실무가 조금씩 다르다. 

고등학교(Secondary School)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곳을 고등교육기관

(Postsecondary School)라고 명명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College)과 기술전문학교(Institutional Technology), 4년제 종합대학

교(University)가 있다. 캐나다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

로와 최종 목표에따라 어떤 종류의 대학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퀘벡주의 교육제도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니트(EIU)에 따르면 안정성, 의료, 문화, 교육, 도시

기반의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캐나다 도시

인 밴쿠버가 3위, 토론토가 4위, 캘거리가 5위에 선정되었다. 그만큼 캐나다

의 도시는 우수한 삶의 질과 환경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대학(College)

캐나다의 우수한 교육 체제 중 하나가 바로 효율적인 전문대학 시스템이다. 

대부분 2년 또는 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수료과정(Certificate), 디플로마

과정(Diploma), 학위과정(Degree)을 제공하며, 학위과정에서 4년제 대학

교(University)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실무위주의 수업을 제공하며 주로 Co-

op(인턴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대학의 학문적 목적과는 구별되

는 실용학문의 산실로 실질적으로 각 도시마다 지역의 전문대학과 산업체는

상호 협동 관계에 있다.

기술전문학교(Institutional Technology)

전문대학(College)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기관으로 기술

전문학교(Institutional Technology)가 있다. 이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자동차, 기계정비 등 기술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더욱 더 실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합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

캐나다는 종합단과대학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학사학위과정(4년제 종

합대학교 교육과정)과 전문직업과정(2년제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

설하고 있어 4년제 종합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선 4년제 종합대학교와 유사하

지만 대학편입과정이나 직업전문과정을 교육하는 측면에선 2년제 전문대학

에 가까운 형태이며, 연간학비도 전문대학과 비슷하다.

4년제 종합대학교(University)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며, 개설하고 있는 학위과

정에 따라 Primarily University, Comprehensive University, Medical 

Doctoral University,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Primarily 

University은 학부위주의 4년제 대학교로 몇몇 석사과정을 제공하기도 하지

만 학부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다. Comprehensive University는

종합대학교로 다수의 학부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석사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대

학이다. Medical Doctoral University는 학사와 석사과정은 물론 다양한

박사학위과정을 제공하며, 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이다. 의대, 법대, 

약대, 치대 등과 Professional School은 학부과정을 이수한 후 진학하는 대

학원과정에 속한다.

대학원(Graduate)

캐나다 대학원은 그 수도 적고 규모 또한 작은 편이지만 전공과목만큼은 매우

다양하며,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 산업 등과 연계된 독특한 전공들이 개

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미국과 마찬가지로 1~2년간의 석사과정과

3년 이내의 박사과정으로 운영되며, 그 수준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 뒤지지 않

을 정도로 우수하다.



앨버타 뉴브런스웍,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나이 학년 유치원

6 1

초등학교

7 2

8 3

9 4

10 5

11 6

12 7

중학교

중·고등학교

13 8

14 9

15 10

고등학교16 11

17 12

18

2년제 대학
정규대학교

19

20

21

도표로 보는 캐나다 교육제도



노바스코사

나이 학년 유치원

6 1

초등학교

7 2

8 3

9 4

10 5

11 6

12 7

중학교

중·고등학교

13 8

14 9

15 10

고등학교16 11

17 12

18

2년제 대학
정규대학교

19

20

21



퀘백

나이 학년 유치원

6 1 Ⅰ

초등학교

7 2 Ⅱ

8 3 Ⅲ

9 4 Ⅳ

10 5 Ⅴ

11 6 Ⅵ

12 7 Ⅰ

중·고등학교

13 8 Ⅱ

14 9 Ⅲ

15 10 Ⅳ

16 11 Ⅴ

17 12 2년제 대학
(cegep)18

19

정규대학교20

21



사스캐쳐원

나이 학년 유치원

6 1

division Ⅰ

초등학교

7 2

8 3

9 4

division Ⅱ10 5

11 6

12 7

division Ⅲ

중·고등학교

13 8

14 9

15 10

division Ⅳ16 11

17 12

18

2년제 대학
정규대학교

19

20

21



브리티시 컬럼비아

나이 학년 유치원

6 1

초등학교

7 2

8 3

9 4

10 5

11 6

12 7

13 8

중·고등학교

14 9

15 10

16 11

17 12

18

2년제 대학
정규대학교

19

20

21



온타리오, 마니토바

나이 학년 유치원

6 1

초등학교

7 2

8 3

9 4

10 5

11 6

12 7

13 8

14 9

중·고등학교
15 10

16 11

17 12

18

2년제 대학
정규대학교

19

20

21



캐나다 대학,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캐나다 대학의 신학기는 9월에 시작하고 이 때 대부분 신입생을 선발하며 1

월 학기에 대한 선발은 학교와 학기마다 다르다. 9월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마감일은 1~3월이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모든 학교는 각기 지원 마감일

이 다르므로 학교별, 학과별로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지원 마감일 전에 입학

지원서 및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서

류를 기한 내에 모두 구비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제출일을 명시해야 한다.

단계별 준비사항

학교정보 수집 및 유학시험 준비
(1년~10개월 전 / 전년도 9월~11월)

1단계 : 희망 전공에 따른 학교정보 수집

희망 전공 및 지역 기준으로 유학목적, 재정능력, 학교성적, 각종 유학 관련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희망 대학들의 입학요강 등 학교 정보를 수집한

다.

2단계 : 유학시험 준비

대학(원)유학에 필요한 시험으로 TOEFL, GRE, GMAT 등이 있으며, 지원

대학의 입학요강을 확인하여 입학 시 요구되는 시험성적을 취득한다.



지원학교 선정 및 입학지원
(9~8개월 전 / 전년도 12월~해당년도 1월)

3단계 : 지원학교 선정

입학에 필요한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5~10개 정도의 지원학교를 선정한다.

4단계 : 입학 지원

대학별 입학요강에 명시된 입학지원서 및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

여 지원 마감일 전에 원본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발송한다. 대부분의 대학

들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지원절차를 확인

하고, 오프라인 발송 시에는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 알버타주,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별 대학 지원을 총

괄하는 기관으로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서류 및 TOEFL

과 같은 시험성적은 해당 기관에서 봉인하여 지원 대학에 직접 발송하도록 되

어 있다.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3~1개월 전 / 해당년도 6월~8월)

7단계 :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 

보험 신청, 현지 숙소 예약 등을 준비한다.

입학지원 접수 확인 및 입학허가 통보
(7~4개월 전 / 해당년도 2월~5월)

5단계 : 입학지원 접수 확인

입학지원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발송한 후에는 지원 마감일 이전까지 자신의

지원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접수되었는지 학교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단계 : 입학허가 통보

입학허가는 대부분 서신으로 통보를 받게 된다.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입학 수락은 한 학교에만 해야 하며, 수락

의사 통보 후 유학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학금 또는 기금(Fellowship)

을 비롯하여 TA(Teaching Assistance), RA(Research Assistance) 등

교수의 조교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비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조건, 지원서류, 지원시기는?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대학/대학원)별로 요구되는 조건, 필요서류, 지원시기

가 상이하다. 나에게 맞는 과정에 따른 자세한 지원 정보를 살펴보자.

지원조건

전문대학(College)

고등학교 졸업 및 각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

의 경우 일반적으로 TOEFL iBT 71~80의 점수를 요구 하며, 일부 과정은 이

보다 낮거나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학과에 따라 포트

폴리오나 인터뷰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 따라 자체시험을 운영하

기도 한다.

종합대학

고등학교 졸업 및 각 종합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

의 경우 일반적으로 TOEFL iBT 88~100의 점수를 요구하며, 일부 과정은

이보다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학과에 따라 포트폴리오

나 실기시험, 인터뷰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 따라 자체시험을 운

영하기도 한다.

대학원

공인된 대학으로부터의 학사학위 및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을 갖

추어야 한다. 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TOEFL iBT 88~100의 점수를 요구

하며, 일부 과정은 이보다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희망하는 학과

에 따라 GRE, GMAT 등의 추가적인 시험점수가 필요하거나 포트폴리오나

실기시험, 인터뷰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 따라 자체 시험을 운

영하기도 한다.



지원서류

전문대학(College)

• 입학신청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영어 능력 증명서류(TOEFL, IELTS 등)

• 지원 학과에 따라 포트폴리오 등의 서류 필요

종합대학

• 입학신청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영어 능력 증명서류(TOEFL, IELTS 등)

• 추천서

• 학업계획서

• 지원 학과에 따라 포트폴리오 등의 서류 필요

대학원

• 입학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영어 능력 증명서류(TOEFL, IELTS 등)

• 지원 학과에 따라 GRE, GMAT 등의 시험 점수 필요

• 추천서

• 학업계획서

• 지원 학과에 따라 포트폴리오, 연구 논문 등의 서류 필요



지원시기

전문대학(College)

일반적으로 9월 학기 입학은 4월 말~5월 초, 1월 학기 입학은 9월 말~10월

초까지 입학신청을 해야 한다. 단, 지원 학과의 정원이 미달일 경우 지원마감

일이 지나도 입학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대학은 학교마다 2~4학

기제로 다양하게 운영되며,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도 짧게는 1년 미

만에서부터 길게는 3년 이상으로 다양하다. 때문에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에

따라 지원마감일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종합대학

캐나다 종합대학은 2학기제로 운영되며 미국과 같이 9월과 1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학년은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5월까지이다. 거의 모든 대학들

이 9월 신학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며, 일부 대학의 한정 학과만이 1월 학기에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9월 학기 입학의 일반적인 지원마감일은 1월~3월

사이이며, 1월 학기의 경우는 학교와 학과마다 다르다. 9월 학기의 경우에도

학교와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 대학과 학과에 따라

별도로 확인 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드시 지원 마감일 전에 입학원서 및 필요

한 각종 구비서류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모두 구비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제출일을 Cover Letter 상에 명시해야 한다.

대학원

캐나다 대학원은 종합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되며, 거의 모든 대학들이

9월에 신학기 신입생을 선발 한다. 9월 학기 입학의 일반적인 지원마감일은

1~3월 사이이지만 학교와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 대학원과

전공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MBA, 법대, 의대, 수의대, 

약대, 치대와 같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의 경우 지원마감일이

더 빠를 수 있다. 반드시 지원마감일 전에 입학원서 및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컬리지를 통한 편입학

캐나다의 컬리지는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의 전문적이고

도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컬리지에서는 4년제 종합

대학에서의 1-2학년 과정과 동일한 대학 편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4년 과정 중 1-2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을 컬

리지에서 이수한 후, 4년제 종합대학으로 편입하여 3-4학년에 해당하는 나

머지 2년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컬리지(1~2년) → 4년제 종합대학으로 편입

컬리지 편입과정을 통한 종합대학 진학의 경우 컬리지에서 1-2학년에 해당

하는 2년, 종합대학에서 3-4학년에 해당하는 2년을 공부한 후 종합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

는 대학이나 전공학과에 따라 컬리지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공부한

후 나머지기간을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는 한국과 같이 무조건 1-2학년을 마쳤으니 3학년으로 편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점인정의 개념이다. 즉 만약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40학점

이라면 컬리지에서 70학점을 이수하고, 그 학점을 편입하는 종합대학에서 인

정해주어 남은 70학점만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형태이다.



학점인정 시스템

이러한 편입과정을 제공하는 컬리지나 단과대학들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주

내 또는 근처 지역의 종합대학들과 연계를 맺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타 주의

종합대학들과도 연계를 맺고 있는 등 각 컬리지나 단과대학마다 학점교류의

정책이 다르다. 때문에 학생이 진학 하고자 하는 종합대학과 학점교류의 여부

를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컬리지나 단과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들이 이후 편입을 희망하는 학위

과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위과

정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은 받더라도 학위취득에 필요

한 필수학점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과목을 수강해야 하거나, 아예 학점인정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컬리지를 통한 4년제 종합대학 편입의 장점

첫째, 컬리지는 입학 시 4년제 종합대학보다 낮은 수준의 영어 및 내신 성적

을 요구하며,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도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다. 

때문에 원하는 종합대학으로 바로 입학하기 어려운 경우 컬리지로 입학하여

편입과정을 수료한 후 희망하는 명문 종합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다.

둘째, 컬리지는 4년제 종합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여 유학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컬리지는 4년제 종합대학에 비해 클래스의 규모가 작아 교수진과 학생

들간의 관계가 가까우며 보다 세심한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 관리 시스템 또한

우수하다. 이로 인해 영어가 부족하고 캐나다 대학교육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컬리지에서 필요한 영어실력과 대학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서

종합대학 편입 후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편입학 시스템

BC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편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이 가장

수월하고 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컬리지에서 2년 학업 후 편입

한 대학에서 2년을 학업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편입학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

는 대학들끼리는 특별한 제약 없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어렵지 않게 편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온타리오주 편입학 시스템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컬리지에서의 학점을 인정 받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

하는 것이 가능하나 컬리지별로 연계대학이 다르다. 따라서 특정 대학에 편입

을 할 목적이라면 그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컬리지를 먼저 파악한 후 해당 컬

리지에 진학 하는 것이 좋다. www.ontransfer.ca에 접속하여 컬리지명과

학과를 입력하면 편입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편입학

모든 대학의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대학교는 그

높은 수준만큼이나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영어실력이나 내신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캐나다 명문대로 보다 쉽게 진학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학진학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편입학이다. 

대학진학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일반 대학보다는 명문대 진학을 선호하는 학

생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된 대학진학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대학교 1

학년 혹은 2학년 과정에 해당한다. 입학조건이 대학으로 바로 입학할 때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연계된 명문대학 2학년 또는

3학년으로의 진학이 보장되고, 학비 또한 대학보다 저렴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이 진학하려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기

간 동안 해당 대학의 모든 시설 및 기숙사를 이용하며 미리 대학생활을 경험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추천 대학진학 전문 교육기관 Navitas - FIC, ICM

국제적인 대학진학 전문 교육기관인 Navitas에서는 캐나다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SFU)와 마

니토바 대학교(University of Manitoba) 진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Navitas의 캐나다 캠퍼스인 FIC(Fraser International 

College)와 ICM(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에서 제공하는 대

학진학준비과정(University Transfer Program, UTP)이 바로 그것이다. 

FIC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FIC의 대학진

학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2학년 진학을 보장

받는다. 또한 ICM은 마니토바 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하고 있으며, ICM의 대

학진학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마니토바 대학교 2학년 진학을 보장 받

는다.



Navitas - FIC, ICM 입학조건

학력

• 대학진학준비과정 1단계(UTP Stage Ⅰ) - 고등학교 2학년 수료

• 대학진학준비과정 2단계(UTP Stage Ⅱ) - 고등학교 졸업

• FIC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C 이상, ICM은 고등학교 내신성적 D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영어

• TOEFL iBT 69 또는 IELTS 5.5(각 영역 5.0) 이상

• 영어실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TOEFL iBT 60 또는 IELTS 5.0(각 영역

4.5) 이상)에는 대학진학준비과정의 수업과 영어연수과정의 수업이 혼합

된 형태로 시작한 후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영어과정 없이 대학진

학준비과정의 수업만 수강하는 방식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진학 프로그램

대학진학준비과정 2단계는 1년(3학기) 교육과정으로 대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며,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SFU 또는 마니토바 대학교 2학년

으로 편입이 보장된다.

대학준비과정 2단계 (UTP Stage Ⅱ)

SFU/University of Manitoba 2학년 편입

고등학교 2학년 수료자를 위한 진학 프로그램

대학진학준비과정 1단계는 8개월(2학기)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과

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대학진학준비과

정 2단계로 진학할 수 있으며, 두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면 SFU 또는

마니토바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이 보장된다.

대학준비과정 1단계 (UTP Stage Ⅰ)

대학준비과정 2단계 (UTP Stage Ⅱ)

SFU/University of Manitoba 2학년 편입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면? - PAS

PAS(Preparation in Academic Skills)는 Navitas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한 영어연수프로그램으로 FIC 및 ICM의 본 과정에 바로 진학하기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영어과정은 중급 정도의 영어실력(IELTS 4.5 이상)을 갖춘 학생을 대상

으로 제공되며,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추가적인 영어점수 제출 없이 FIC와

ICM의 본 과정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다. 한 학기당 14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중영어과정으로 말하기, 듣기, 독해, 작문 등 전반적인 영어학습을 통해 대

학에서 필요한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유학생 취업 정책의 모든 것

캐나다는 최근 여러 방면에서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혀가고 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캐나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

학중인 유학생들에게 캠퍼스 밖에서 도 일할 수 있는 기회(Work Off-

Campus)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캐나다 노동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전반적인 캐나다 사

회를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학업을 하는 동안 돈을 벌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두 번째 제도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캐나다에 남아서 최대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캐나다 현지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익힐 수 있으며, 

경력을 쌓고, 현지에서의 인맥을 넓힐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캐나다 내 다양한 지

역으로의 이민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유학생 취업허가 프로그램 1

Work Off-Campus

캐나다 내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도 자유롭게 주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캐나다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

캐나다의 컬리지 및 4년제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6개월 이

상의 풀타임 교육과정(실습 및 인턴십 기간 제외)에 등록한 학생은 서비스 캐

나다(Service Canada)로부터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발급

받은 후 학업기간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사과정 풀타임은 한 학기당 9학점(교육대는 15학점) 이상으로 정한다. 그

러나 일부 또는 전액 장학금을 캐나다 외교통상부(DFAIT) 또는 캐나다 국제

개발국(CIDA)에서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되며, 어학연수생이나 교환

학생도 제외된다.

유학생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리스트는 캐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유효기간

학생비자 만료기간 이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으로 수학기간이 끝나

거나 등록한 교육과정을 중도에 하차하면 일할 수 있는 자격도 바로 소멸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추후 추가적인 학생비자 신청이나 취업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비자를 갖고 공부하고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기 전 반드시 SIN을 발급 받아 소지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서류

S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비자, 교육기관정보(입학허가서, 재학증

명서 등)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Service 

Canada Centre)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학생 취업허가 프로그램 2

Post-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컬리지 및 4년제 대학에서 8개월 이상의 교육과

정을 마친 졸업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취

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컬리지 및 4년제 대학에서 8개월 이상의 풀타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이 중요한 부분이다. 학사, 석사, 박사와 같은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신청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교육과정에 등록한 경우 공립 컬리지 학생만 (퀘벡의 일부 사립 컬

리지 제외) 신청대상이 된다. 또한 일부 또는 전액 장학금을 캐나다 외교 통상

부(DFAIT) 또는 캐나다 국제 개발국(CIDA)에서 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서 제외된다. 즉 재정상 또는 학력상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하자가 없어야 신

청이 가능하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캐나다 이민

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취업정책

✓ 8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취업 가능

✓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 가능

✓ 일하는 지역에 제한 없음

✓ 일하는 직종에 제한 없음 (대학에서 공부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어떤 직

종이든 취업 가능)

✓ 최종 성적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신청 필수

* 사립 컬리지의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일부 컬리지 및 과정만 신

청이 가능하므로 사립 컬리지로 진학하는 경우 졸업 후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취업에 유리한 캐나다 추천 전공

1970년대부터 다문화정책에 의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던 캐나다

는 대학졸업 이후 현지 취업 및 정착이 가능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는, 실용

위주 전공과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보다는 실무와 연계되는 지식과 실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하며, 국

가에서 지원하는 공립학교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자랑하여 비교적 저

렴하게 전문화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게다가 캐나다 공립대학의 정규 과정

을 공부할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Work Permit) 신청 절차 없이 입학과 동시

에 일을 할 수 있어 공부와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나라 바로 ‘캐나

다’이다.

조리학

캐나다 조리학과는 정착이 수월하며, 조지 브라운 컬리지(George Brown 

College),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등 전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요

리학교들이 존재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 현지 정착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캐나다 관광산업의 호황과 요식업의 발달로 인해 약

95%에 달하는 최고의 취업률을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다.

조리학과의 경우 대부분 대학의 인기학과로 입학정원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1년 혹은 그 이전에 입학신청을 할 것을 추천한다. 조리학의

세부 분야로 전문 요리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요리(Culinary Arts), 디

저트 문화가 발달한 캐나다에서 취업률이 높은 제과제빵

(Bakery/Patisserie), 요식업 경영자 양성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요리경영

(Culinary Business) 등이 있다.



유아교육학

예전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

고, 임금수준도 낮아 이직이나 전직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

한 대우와 자격조건이 많이 바뀌어 임금은 공립고등학교 교사들과 비슷한 수

준이다. 자격요건 역시 까다로워져서 공인된 유아교육학 학위(1~2년의 수료

과정 또는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아교

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였다.

유아교육은 취업률이 높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이 없는 점, 그리고

비교적 급여와 근무환경 등이 월등히 좋아 취업 후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게는 인기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나 워킹홀

리데이를 갔다가 현지 취업과 이민을 위해 캐나다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로 진

학하는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또한 꼼꼼하고 세밀한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

에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선호하기도 한다.

엔지니어링

캐나다의 4년제 엔지니어링학과는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등과 같은 학문적인

이론수업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2년제 컬리지는 보다 실용적이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

무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비사, 수리공 등과 같

은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년제 컬리지는 정비학과를 제

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항공정비, 자동차정비 등의 학과는 상당히 높은 취업률

과 수월한 현지정착,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인해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학과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

캐나다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적인 의료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간호사와 요양사가 부

족하여 캐나다 정부는 해외 인력 취업을 대폭 개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한국에 비해 높은 급여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좋아 유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이다. 또한 전문직이라는 인

식이 높으며 특히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또한 수요가 높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학업수준과 담당 가능한 업무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근무 가능

한 ‘정식 간호사 RN(Registered Nurse)’와 의사나 정식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준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 양로

원이나 병원, 클리닉에서 간호사, 준간호사의 감독 하에 기본적인 업무를 수

행하는 ‘간호조무사(RCA; Residential Care Attendant)’로 나뉜다. 하지

만 RN 과정의 경우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사실상 없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준간호사(LPN)를 목표로 간호학과 진학을 준비한다.



1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캐나다의 전문대학



BCIT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48,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항공정비
•자동차정비
•경영

웹 사 이 트 www.bcit.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8~91 또는 IELTS 5.5~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브리티쉬 컬럼비아 공과대학교(BCIT)는 졸업생의 97%가 취업에 성공하는

현지 취업률 1위의 대학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실전위주의 직업교육, 그

리고 수준 높은 응용교육 및 연구를 통해 졸업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

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산업현장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교환 및 친분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의 기업, 산업체, 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

며, 특히 세계적인 미국 기업인 IBM이 직접 학교 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

급인력을 발굴하고 바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다.

http://www.bcit.ca/


Centennial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50,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운송기술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웹 사 이 트 www.centennialcollege.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센테니얼 컬리지는 1966년에 설립된 온타리오주 최초의 공립 컬리지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여러 직업군으로 적합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과 연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수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졸업생

으로 하여금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여러 명문 4

년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사학위과정으로 편입도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교육 국제화의 일환으로 인도, 중국, 두바이 등의 여러 나라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외국에서도 센테니얼 컬리지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센테니얼이 제공하는 학위의 국제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토론토

동부에 6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http://www.centennialcollege.ca/


Columbia college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사립

전 체 학 생 수 약 1,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대학진학준비과정
•대학편입과정

웹 사 이 트 www.columbiacollege.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 만 19세 이상

영 어 조 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컬럼비아 컬리지는 1936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BC주 광역 밴쿠버 지역 내 위

치하고 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캐나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진학준비과정 및 대학편입과정과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수

료하면 별도의 영어점수 제출 없이 컬럼비아 컬리지의 본과정으로 입학이 가

능하다. 

인문, 경영, 공학, 과학 등의 분야에서 2년제 디플로마과정도 제공하고 있지

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대학편입과정으로 대학 1~2학년 과정을 그대

로 학습하여 추후 편입시 100% 학점인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4년제 종합대

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C주 내 3대 명문인 UBC, SFU, 빅토리

아 대학으로 매년 많은 학생을 성공적으로 진학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http://www.columbiacollege.ca/


George Brown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64,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마케팅
•스포츠&매니지먼트
•요리

웹 사 이 트 www.georgebrown.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78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 컬리지인 조지브라운 컬리지는 1967년 설

립된 이래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토론토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는 컬리지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상하고 숙련된 교수진들과 현대적인 시설, 헌신적이며 다양한 학생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규 컬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중 하나로

약 150여 개 분야에 걸쳐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수료(Certificate), 디플로

마(Diploma), 대학원(Post-graduate) 과정과 그 밖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즈니스 분야와 산업계, 지역사회의 지도인

사들 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 직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www.georgebrown.ca/


Fanshawe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런던(London)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4,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간호
•방사선
•컴퓨터공학

웹 사 이 트 www.fanshawec.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팬쇼 컬리지는 온타리오주의 런던에 위치한 공립 컬리지로 정식 명칭은

Fanshawe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이다. 1967년 개

교하였으며 메인 캠퍼스인 런던 캠퍼스를 비롯하여 총 6개 캠퍼스를 운영하

고 있다. 팬쇼 컬리지는 캐나다 내 6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경영, 

공학, 미디어, 건축 등 11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학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

히 보건학과는 캐나다 내에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팬쇼 컬리지가 위치한 런던은 캐나다 내 10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이며 울창

한 산림으로 인해 숲의 도시로 불린다. 캐나다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웨

스턴 온타리오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Ontario)가 위치하고 있고

교육도시로 유명하여 학생 중심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

다.

http://www.fanshawec.ca/


Humber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70,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회계
•광고
•요리

웹 사 이 트 www.humber.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토론토의 서쪽 끝에 자리한 험버 컬리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

장 높이 평가되는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중의 하나이다. 

8개 학과목분야에 걸쳐, 약 150여 개의 풀타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는 실무적인 요소가 강화되어 있다.

2003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그 교육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 받아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으로 명명되었다. 이

로써 기존에 제공되던 프로그램들에 더해 25개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00개의 회원단체가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우수

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 북아메리카의 12개 선도대학(Vanguard 

Learning Colleges) 중 하나이며, 조사결과 졸업생 중 약 90%가 졸업 후 6

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였다.

http://www.humber.ca/


Langara College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3,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유아교육
•경영

웹 사 이 트 www.langara.bc.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 시내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공원 같은 분위기

의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풀타임 학생의 75% 이상이 4년제 대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1, 2학년 과정인 대학진학프로그램

(University Transfer Program)을 수강하면서 4년제 종합대학으로의 진

학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 최대 최다의 대학교 편입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학생들 대부분이 캐나다 최고의 명문대학이라 할 수 있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SFU(Simon Fraser 

University)로 진학하여 학위를 마친다는 것은 랑가라 컬리지의 자랑이다. 

물론 이 외에도 30개 이상의 풀타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료 및 디플로마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langara.bc.ca/


Niagara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나이아가라(Niagara)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6,000명

학 기 2학기(1월, 9월)

인 기 전 공 •호텔관광
•와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웹 사 이 트 www.niagaracollege.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79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와 인접하고 있으며, 

토론토까지 1시간, 미국 뉴욕주 버팔로까지 45분 거리에 있는 우수한 위치적

조건을 자랑한다.

현재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60여 개의 수료 및 디플로마과정, 2개의 학사

학위과정, 13개의 대학원 수료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 관광지라는 위치적 특성에 맞게 호텔관광(Hospitality & Tourism), 

요리(Culinary Skills / Culinary Management), 와인(Wine Business 

Management) 분야의 교육과정이 특히 더 유명하다. 캐나다 주 정부의 지

원 하에 최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AHMA(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 인증 교육기관으로 우수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갖추

고 있다. 더불어 여러 4년제 대학교와의 편입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

http://www.niagaracollege.ca/


LaSalle College

위 치 퀘벡주(Quebec) - 몬트리올(Montreal)

운 영 형 태 사립

전 체 학 생 수 약 6,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8월)

인 기 전 공 •패션
•디자인
•호텔경영
•유아교육

웹 사 이 트 www.lasallecollege.com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캐나다의 파리라는 몬트리올 중심부에 위치한 라셀 컬리지는 명실공히 캐나

다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할 수 있다. 1959년 설립된 라셀 컬리지

는 현재 약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영어와 불어, 2개의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Inter-Dec College라는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컬리

지이다. 

퀘벡교육부와 캐나다 이민국의 인증을 받은 컬리지로 2년제 프로그램인

AEC(Attestation of College Studies)과정과 3년제 프로그램인

DEC(Diploma of Collegial Studies)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해외 대학들과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편

입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명한 학과는 패션학과로 졸

업전시회가 TV로 중계될 정도로 명성이 높으며 졸업생 취업률은 100%에 달

한다.

http://www.lasallecollege.com/


Seneca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7,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항공조종훈련
•환경
•간호

웹 사 이 트 www.senecac.on.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1967년에 설립 된 세네카 컬리지는 캐나다 컬리지 중 학생만족도가 가장 높

은 대학 중 하나로 94%의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세네카 컬리지 진학

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들에 대한 고용주의 만족도도 94.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전공과정을 보유 한 캐나다 최대 규모

의 컬리지로 140여 개의 수료 및 디플로마과정,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경영, 경제, 컴퓨터, 보건, 생명공학 등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특히 회계, 금융, 항공, 유아교육, 환경, 전자공학, 패션, 화재예

방, 국제경제, 마케팅, 법률,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은 국제적으로 유명

하다. 탄탄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철저한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졸업 전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 많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http://www.senecac.on.ca/


Sheridan College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오크빌(Oakville), 브램턴(Brampton), 
미시사가(Mississauga)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49,000명
(Part-time 약 35,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디지털 미디어
•비주얼 아트
•디자인

웹 사 이 트 www.sheridaninstitute.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88 또는 IELTS 6.5(각 영역 6.0)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1967년 설립되어 현재 캐나다의 일류 전문대학의 하나로 성장한 쉐리던 컬

리지(Sheridan College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우수성, 응용연구 및 창조성이 균형 있게 어

우러진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

께 공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졸업생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응용학습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

훈련 과정을 비롯하여 1년 교육기간의 수료 및 준석사 수료과정, 2-3년 교육

기간의 디플로마과정, 응용연구 분야에서의 학사과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프로그램 및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미시사가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 요크 대학교, 브록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공동 학위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sheridaninstitute.ca/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5,000명

학 기 3학기(과정마다 다름)

인 기 전 공 •보건
•호텔 경영
•음악

웹 사 이 트 www.vcc.ca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79~80점 또는 IELTS 6.5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1965년 개교한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는 밴쿠버 내 3개의 캠퍼스를 운영

하고 있는 공립대학으로 현재 약 25,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BC

주 최초로 설립된 커뮤니티 컬리지이며 학생 만족도에서 지속적으로 1위 자

리를 지키고 있는 명문 컬리지이다. 

고등학교과정, 4년제 종합대학편입과정을 비롯하여, 보건, 호텔경영, 비즈니

스, 음악, 무역, 디자인, 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훈련과정 등 광

범위한 영역에서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본교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받는 직업교육 수료증이나 졸업증서는 직

업을 구하려는 많은 초기 이민자들의 필수 자격조건이 되고 있으며, 정식 교

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초기 이민자들이 VCC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http://www.vcc.ca/


Sprott Shaw College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사립

전 체 학 생 수 약 4,500명

학 기 과정별 상이

인 기 전 공 •상경
•호텔관광
•보건
•유아교육

웹 사 이 트 www.sprottshaw.com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자체시험
•영어시험 60%(PN 과정은 80%) 이상
•수학시험 60%(PN 과정은 80%) 이상
•에세이(3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작성)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스프라쇼 컬리지는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전역에 16개가 넘는 캠퍼스를 운영

하고 있다. 1903년 설립되어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BC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사립교육기관이며 연간 3,8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

출하고 있다. 경영학, 행정학, 보건학, 유아교육학, 호텔경영학, 관광학, 국제

연구학 등의 분야에서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마

케팅과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특수화된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질

적인 간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최초의 사립 컬리지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수료 및 디플로마과정, 경영학사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사과정의 경우 경영학 관련 실용분야인 회계, 금융, 제조, 마케팅, 노무관리, 

법학, 인사관리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http://www.sprottshaw.com/


Vancouver Film School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사립

전 체 학 생 수 약 2,750명

학 기 과정별로 입학시기가 다름

인 기 전 공 •영화연기
•애니매이션
•디지털디자인

웹 사 이 트 www.vfs.com

입학조건(Certificate & Diploma)

학 력 조 건 고등학교 졸업

영 어 조 건 TOEFL iBT 68 또는 IELTS 5.5(각 영역 5.5) 이상
* 과정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

1987년 개교한 밴쿠버 영화학교(VFS)는 밴쿠버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화, 연기,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북미 5대 필름 스쿨 중 하나이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

들을 훈련시켜 북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 산업현장에 필

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관련 분야의 학생들에게 매우 유명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3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영화 제작을 위

한 최초 뉴미디어 훈련 센터를 설립하였다. VFS의 수업은 산업 현장에서 경

험이 많은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영상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세계

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산업계 고용주들은 VFS의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http://www.vfs.com/


2

전통과 명성으로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캐나다 대학교



Acadia University

위 치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 - 울프빌(Wolfville)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3,500명

학 기 2학기(1월, 9월)

인 기 전 공 •음악치료
•컴퓨터 공학
•영양
•교육

웹 사 이 트 www.acadiau.ca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아카디아 대학교는 누구나 배움의 기

회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1838년 노바스코샤주 울프빌에 설립되었다. 교

육의 평등함이란 설립 목적처럼 약 60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원활환 적응과

목표달성을 위해 상담과 오리엔테이션, 그룹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의 질 뿐 아니라 넓은 잔디와 해변으로 둘러 쌓인 교내환경과 학

업을 위한 시설들은 캐나다 내에서 최고로 평가 받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개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는 높은 교육의 질과 학생중

심의 교내 분위기로 캐나다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

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 정원은 26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

으며 원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간 매우 친밀한 유

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http://www.acadiau.ca/


Brock University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세인트캐서린(St. Catherine)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7,000명

학 기 4학기(1월, 5월, 7월, 9월)

인 기 전 공 •교육(교사양성프로그램)
•경영

웹 사 이 트 www.brocku.ca

캐나다의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반도(Niagara Peninsula) 중심에 위치한

브록 대학교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에 속해있는

대학교이다. 1964년 설립 이래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 높은 수준의 교

육방식,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대학교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인턴십 및 다양한 실습기회를 포함한 우수한 학부, 대학원 및 학제 학위과정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

을 자랑하는 학교 중 하나로 학부과정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6.5%에 이른다. 

이에 본교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율은 온타리오주에 있는 대학교 중 가장 높다. 현재는 유학생 1,500명을 포

함하여 1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http://www.brocku.ca/


Capilano Universit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노스 밴쿠버
(North Vancouver)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4,2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관광경영
•음악치료
•환경공학

웹 사 이 트 www.capilanou.ca

카필라노 대학교는 1968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밴쿠버 시내로부터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노스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총 3개의 캠퍼스

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60여 개국으로부터 학기 마다 약 500명의 유학

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자신에 적합

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학부예비과정, 대학편입과정, 직업훈련과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수료 및 디플

로마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4년제 학사과정으로는 경영학, 관광 경영, 음악

치료, 재즈 음악 연구 등의 과정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카필라노 대학교는 다

양한 분야의 교육 및 취업의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 혹은 개선한 후 취업을 하거나 더 상위 레벨의

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http://www.capilanou.ca/


Royal Roads Universit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빅토리아
(Victoria)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772명

학 기 2학기(1월, 9월)

인 기 전 공 •기업경영
•커뮤니케이션
•호텔경영

웹 사 이 트 www.royalroads.ca

로얄 로즈 대학교는 BC주 빅토리아의 콜우드(Colwood)에 위치한 공립 대

학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로얄 로즈 대학교의 캠퍼스는

해틀리파크(Hatley Park) 내에 자리하고 있고 영화 엑스맨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1940년 ‘Roads Military College’로 불린 해군 훈련소로 설립되

었다가 1995년에 BC주 정부에 의해 4년제 대학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비즈니스와 호텔경영학 전공에 중점을 둔 대학으로 학과에 따라서 3년 이상

의 직장 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과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

학이 가능하며, 학과에 따라 3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현재 학부는 인문예술학사, 경영학사, 과학학사, 석사과정은 문학석사, 경영

석사, 과학석사, 박사과정은 사회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학생, 가정이 있는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ttp://www.royalroads.ca/


McGill University

위 치 퀘벡주(Quebec) - 몬트리올(Montreal)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2,000명

학 기 4학기(1월, 3월, 6월, 9월)

인 기 전 공 •사회과학
•경영
•생물

웹 사 이 트 www.mcgill.ca

맥길 대학교는 1821년 설립된 캐나다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로서 1855년 유명한 지질학자인 윌리엄 도슨경(Sir William Dawson)

이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대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농업환경과학

대학, 예술대학, 치과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약학대

학, 의과대학, 음악대학, 신학대학, 과학대학 등 1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에는 밴드, 치어리딩, 체스, 성가합창, 컴퓨터, 댄스, 드라마, 영화, 인종, 

동성애, 토론, 오케스트라, 국제문제, 재즈밴드, 문학잡지, 사회봉사, 학생자

치 등 180개의 동아리가 있으며, 4%의 학생이 1개의 지역 남학생 동호회와

12개의 전국 남학생 클럽에 가입하고 있으며, 2%의 여학생이 4개 전국 여학

생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번화가에 위치한 매인 캠퍼스와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맥도널드 캠퍼스가 있는데, 기숙사를 포함하여 75개 동의 건

물을 보유하고 있다.

http://www.mcgill.ca/


Simon Fraser Universit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버나비(Burnaby)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5,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사회과학
•경영
•교육

웹 사 이 트 www.sfu.ca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는 1965년 개교한 이래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학과 연계 및 전문가 과정으로 국제적인 명성

을 얻어왔다. 캐나다의 대표 주간지 맥클린지(Maclean’s Magazine)가 매

년 발표하는 캐나다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5차례나 거명되었으며 캐나다 대학

평가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서부해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총 3개의 캠퍼스에서 국제

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학부 및 대학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보다

는 학부중심 대학으로 학부 위주로 짜여진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고, 산학제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6개 학부, 10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

하고 있으며, 특히 SFU의 PDP(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는

캐나다에서 가장 명성 있는 교사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최고 교육자를 육성하

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http://www.sfu.ca/


Thompson Rivers Universit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국립

전 체 학 생 수 약 45,000명

학 기 3학기(2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경영
•디자인
•예술
•응용과학

웹 사 이 트 www.ubc.ca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연구와 교육부문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

하는 동시에 규모 면에서도 캐나다의 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대학이

다. 2018년 세계 대학 랭킹 34위로 세계 50대 우수 대학의 하나로 지속적으

로 선정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10대 대학의 하나로 평가 받는 세계적 명문

대학교이다. 

현재 3,000여 명의 정규 교직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총 4개의 캠

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의 일반학부와 11개의 전문학부, 1개의 단과

대학에서 인문예술, 과학, 의학, 법, 무역을 비롯한 폭넓은 학문 분야에 걸쳐

혁신적이고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 및 전문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및 교육부분에서의 탁월한 우수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밴

쿠버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캠퍼스에는 인류학 박물관과 챈 공연

예술 센터, UBC 식물원 및 식물연구 센터와 같은 도시의 명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톰슨 리버스 대학교(TRU)는 밴쿠버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

http://www.ubc.ca/


인 캠룹스에 위치한 대학으로 2005년 4월에 정식 종합대학으로 승격 되었다. 

메인 캠퍼스인 캠룹스 캠퍼스와 버나비 캠퍼스, 윌리엄 레이크 캠퍼스, 총 3

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학원과정,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준학사

과정, 수료 및 디플로마과정, 타 대학교 편입과정, 대학진학 준비과정 등 100

여 개 이상의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 학사과정

은 BC College of Teachers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4년제 종합대

학으로 승격되었으나 다양한 1, 2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

이 특징인데, 특히 직업교육 중심의 19개 주요 디플로마과정을 운영하고 있

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학사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TRU는 다양한 레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에

게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Trent University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50,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8월)

인 기 전 공 •국제
•인문
•영상

웹 사 이 트 www.utoronto.ca

1964년에 설립 된 트렌트 대학교는 뛰어난 교수진과 최신의 흐름을 반영한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이름이 높다. 인문학 중심의 대학으로 환경과학, 캐나다

연구학 등이 특히 유명하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

고 있으며,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소규모 그룹교육과 교육상담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 임원

진들이 모두 가까워질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he Globe & Mail National Report Card가 선정한 ‘캐나다 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1위에 올랐으며, The National Post는 ‘캐나다 우수

연구대학’으로 선정할 만큼 높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략적 연구를

위해 모든 학업부서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사무실(The Office 

of Research)에서는 11개 이상의 연구센터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http://www.utoronto.ca/


Trinity Western University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랭리(Langley)

운 영 형 태 사립

전 체 학 생 수 약 27,000명

학 기 3학기(1월, 4월, 9월)

인 기 전 공 인문

웹 사 이 트 www.twu.ca

100에이커의 산림으로 둘러싸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TWU)의 캠퍼스

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으로

캐나다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Christian Liberal Arts and Sciences 재단

의 학교이다. 

38개 학부과정과 14개의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수진의 80% 이

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3,500여 명의 유학

생들이 재학 중이며, 전체 학생 중 85% 이상이 캐나다와 미국 출신 학생들이

어서 외국 학생들이 북미지역 학생들과 사귀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캐나다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AUCC)의 회원

교이면서, 미국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대학교이다.

http://www.twu.ca/


University of Alberta

위 치 알버타주(Alberta) - 에드먼튼(Edmonton)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30,000명

학 기 4학기(2월, 5월, 7월, 9월)

인 기 전 공 •공학계열
•기술계열
•과학계열

웹 사 이 트 www.ualberta.ca

1908년 설립된 알버타 대학교는 총 18개 학부에서 약 200여 개의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대학원에서는 약 170여 개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대형 국

책 연구 과제도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학이나 최첨단 공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나노 기술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를 위해 처음에는 약 5,220만 달러 규모의 연구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그 후 추가로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Nanotechnology(NINT)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의학분야에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심장 이식 분야나 당

뇨병 치료 분야에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

린 의존도를 현저히 낮춰주도록 하는 Edmonton Protocol이라는 새로운 치

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외에 각종 연구실이 4백여 개가 넘으며 캐나다 최

대의 슈퍼컴퓨터 등 각종 첨단 연구 장비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http://www.ualberta.c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밴쿠버
(Vancouver)

운 영 형 태 국립

전 체 학 생 수 약 45,000명

학 기 3학기(2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경영
•디자인
•예술
•응용과학

웹 사 이 트 www.ubc.ca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연구와 교육부문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

하는 동시에 규모 면에서도 캐나다의 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대학이

다. 2018년 세계 대학 랭킹 34위로 세계 50대 우수 대학의 하나로 지속적으

로 선정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10대 대학의 하나로 평가 받는 세계적 명문

대학교이다. 

현재 3,000여 명의 정규 교직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총 4개의 캠

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의 일반학부와 11개의 전문학부, 1개의 단과

대학에서 인문예술, 과학, 의학, 법, 무역을 비롯한 폭넓은 학문 분야에 걸쳐

혁신적이고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 및 전문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및 교육부분에서의 탁월한 우수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밴

쿠버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캠퍼스에는 인류학 박물관과 챈 공연

예술 센터, UBC 식물원 및 식물연구 센터와 같은 도시의 명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http://www.ubc.ca/


University of Toronto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토론토(Toronto)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50,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8월)

인 기 전 공 •국제
•인문
•영상

웹 사 이 트 www.utoronto.ca

1827년 설립된 토론토 대학교는 명실상부 캐나다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적으

로도 주목 받는 국제적 명문대학이다. 문리학, 응용과학, 정보과학, 공학, 건

축학, 조경학, 삼림학, 사회사업학, 생애교육학, 디자인, 음악, 법학, 치의학, 

의학, 약학, 간호학, 체육/보건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 및 일반대학원

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트먼 경영대학원(Rotman School of 

Management)은 캐나다 1위로 어마어마한 동문을 자랑한다. 

40개의 부속도서관에는 약 730만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도서와 약 340만

점의 마이크로폼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4,000종의 정기간행물이 비치되

어있다. 부설시설로는 학습자료센터와 미술관, 라디오방송국, 천문대 등이 있

다. 교내에 밴드, 체스, 합창, 댄스, 드라마, 영화, 동성애, 오페라, 사진, 학생

자치 등 200개 이상의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인기 있는 교내 행사로는 토론

토대학의 날과 연극제,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 등이 있다.

http://www.utoronto.ca/


University of Guelph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구얼프(Guelph)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6,700명

학 기 3학기(4월, 8월, 12월)

인 기 전 공 •수의학
•농공학

웹 사 이 트 www.uoguelph.ca

1964년에 설립된 구얼프 대학교는 온타리오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중소도시

인 구얼프에 자리하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이다. 이

지역은 뉴욕 타임즈가 캐나다의 첨단기술 삼각지(Canada’s Technology 

Triangle)라고 칭한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교육기관과 혁신적인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이며,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더불어 인근 국제 도시로부터 밀려오는 활력 또한 품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인턴십과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총 4개의 대학

캠퍼스는 다수의 오래된 건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학생들에게 우수

한 학업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타임지(Time)이나 뉴스위크

(Newsweek)와 동급의 캐나다의 대표 주간지 맥클린스(Maclean’s)가 선

정하는 캐나다 우수 종합 대학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http://www.uoguelph.ca/


University of Manitoba

위 치 마니토바주(Manitoba) - 위니펙(Winnipeg)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26,000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약학
•간호
•의학

웹 사 이 트 www.umanitoba.ca

1877년에 설립된 마니토바 대학교는 처음에 학생 교육이 목표가 아닌, 세인

트 보니페이스 대학, 세인트 존스 대학, 그리고 마니토바 대학까지 3개 대학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00년 마니토바 주의회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학법을 개정하면서 1904년

마니토바 시내에 처음 마련된 마니토바 대학교 자체 건물에서 과학자들뿐인

6명의 교수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세인트 폴스 대학, 세인트 보니페이스 대학, 세인

트 존스 대학, 유니버시티 컬리지의 5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농업 및 식품과학부, 건축학부, 예술학부, 교육학부, 공학부, 보건의학

부, 신체운동학 및 레크리에이션학부, 법학부, 과학부, 사회사업학부, 음악학

부, 환경 및 천연자원학부, 치대, 약대, 의대, 경영대학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서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umanitoba.ca/


University of Victoria

위 치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 - 빅토리아
(Victoria)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8,906명

학 기 3학기(1월, 5월, 9월)

인 기 전 공 •지구과학
•우주과학
•경영

웹 사 이 트 www.uvic.ca

빅토리아 대학교는 캐나다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중 하나이다. 연구, 장학

제도, 인턴십 등의 활성화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

을 얻고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두 개 이상의 전공

분야를 결합시킨 프로그램들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전 세계 25개국의 교육기관들과 함께 100여개의 교

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아주 높은 수치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종합대학교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랭크 되고 있으며, 전·현직 교수진

중 41명이 캐나다에서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Royal Society of Canada의 멤버로 선출되었다. 또한 32명의 교수진이 캐

나다 연구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6명은 국제적인 3M 교육 장학금을 지원 받

았고 5명은 총독 문학상을 수상했다.

http://www.uvic.ca/


University of Windsor

위 치 온타리오주(Ontario) - 윈저(Windsor)

운 영 형 태 공립

전 체 학 생 수 약 16,000명

학 기 4학기(1월, 5월, 7월, 9월)

인 기 전 공 •간호
•스포츠 매니지먼트
•시각디자인

웹 사 이 트 www.uwindsor.ca

1857년 소규모 교양대학으로 설립되었던 윈저 대학교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

경도시 윈저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1953년 정부로부터 공식 대학으로 인

정받았으며 1962년 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서 인문 및 사회과학, 경

영학, 교육학, 공학, 법학, 과학, 인체역학의 8개 학부과정을 제공하는 종합대

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대학 설립 후 온타리오 남서부 지역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최초의 독립 교육기

관이었을 만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다. 학교의 새로운 학제 적용과 경쟁력 있

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졸업생 취업률이 90%가 넘어섰

으며, 윈저 대학교의 대표학과인 간호학, 컴퓨터공학 등의 졸업생은 100% 

달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http://www.uwindsor.ca/


독특한 전공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대학원

캐나다 대학원 교육은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와 토론토 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에 대학원과정이 개설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규모

도 작고, 학생수도 적은 편이며, 대부분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맥길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욕 대학교(York University) 등의 대학원이 유

명하다. 석사나 박사 등의 학위과정을 비롯하여, 연구수료, 준석사, 박사 후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대학들은 대부분 1개 이

상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단, 대학원마다 입학절차, 입학조건, 

원서마감일, 연구분야, 장학금 등의 사항이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

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캐나다의 대학원과정은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하

며,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과 관련한 독특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양학, 농학, 수산학, 환경학, 북미연구, 캐나다연구 등이 대표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대학원은 대부분 미국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3년간의 석사과정과 3년 이내의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육 수준은 미

국의 명문 대학원 못지 않게 우수함을 자랑하며, 특히 자연과학분야의 수준이

매우 높다. 석사과정은 학과목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는 방식(Thesis 

Basis)과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대신 짧은 보고서

(Report) 몇 편을 제출하는 방식(Course Basis). 두 가지가 있다. 박사과정

은 석사과정에 비해 학위취득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강의수강, 종합시험, 논

문제출의 단계를 거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신의 전공에 따른 연구와 논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일부 대학만이 대학원 진

학 시 GRE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높은 GRE 점수는 일반적으로 입학사정

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



대학원 지원자격 및 지원서류

각 주마다 그리고 각 대학원 마다 다르지만 같은 주에 위치한 대학원들은 대

개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 들은 석사과정 지망생들에게

GRE를 요구하는데 비해, 캐나다의 대학원 들은 몇몇 대학원의 특정학과에서

만 GRE를 요구한다. 단, 최종 학력 점수나 토플점수가 약할 경우 우수한 GRE 

점수를 제출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원자격 : 공인된 대학으로부터의 학사학위

일반적으로는 진학하려는 대학원 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학사학위

가 필요하지만 동일한 과정이어도 대학에 따라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영대학원의 경우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절차는 각 대학원의 해당 학과로 지원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최소 3.0점 이상)

• 추천서

• 학업계획서

• 영어 능력 증명서류(TOEFL, IELTS 등)

• 기타 시험 점수: GRE, GMAT, LSAT등 해당 대학원 요구사항에 맞게 제출

지원서류

일반적으로 캐나다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할 서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것이어야 하며, 대학의 공식 봉투에 발급기관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어 사용 대학원은 자체적으로 프랑스어 시

험을 실시하며, 학교와 전공에 따라 GRE 점수를 요구 할 수도 있다. 또한 경

영대학원은 GMAT 점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유학준비

캐나다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입학을 원하는 해로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9월 학기 입학신청 마감

일은 1월~3월이며, 마감일보다 1~2개월 먼저 원서를 제출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입학신청 마감일을 비롯하여 입학절차, 입학조건, 연구분야, 장학

금 등은 대학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

의 학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장학금

교육열이 높은 캐나다는 각 주 정부에서 교육분야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이기 때문에 학부과정에서는

유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대학원과정 학생들은

Teaching Assistant 나 Research Assistant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

담을 덜 수 있다.



인기, 전망 모두 맑음! 캐나다 대학원 인기학과

경영대학원(MBA)

같은 MBA 과정이라고 해도 대학에 따라 교육방법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능

력, 교과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대학 간판만을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되나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MBA 과정 제공 대학은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McGill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imon Fraser University, York University 순이다.

캐나다 MBA는 보통 2년 과정으로 첫 1년에는 미래의 경영인이 알아야 할 일

반적인 경영 이론을 공부하고, 2학년에는 재무, 국제 비즈니스, 마케팅 등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세밀한 학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확보를 위해 학업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며, 대체로 2학

기 또는 3학기제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강의와 사례 연구에 균

형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사례 연구에 더 중심을 둔다거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접근에 비중을 두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

영과정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회계나 방송매체 운영, 국제 비즈니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많다.



법대

캐나다의 법대는 대학원에만 개설되어 있으며, 학사과정 평균 성적 A학점 이

상과 상위 20% 이내에 드는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법학대

학원 진학을 위한 입학 시험) 점수를 요구한다. 학부과정(전공불문) 2~3년

을 마치거나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LSAT의 비중이 높다. LSAT는 4종류

의 객관식과 에세이 문항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일정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한다. 

대학에 따라 응시횟수와 관계 없이 최고 점수를 인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정 대학은 응시한 시험들의 평균 점수를 요구하므로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

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영어성적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으나 수

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므로 일반 학부 지원 자격 이상의 실력을 갖추

어야 한다.

3년의 법학대학원 졸업 후 법률회사에서 9개월~1년 이상의 수습 변호사 과

정(Articling)과 10주의 연수원 과정 수료 후 변호사 시험(Bar Exam)과 인

성검사를 위한 인터뷰를 통과해야 캐나다의 정식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나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

로 희망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영미법 체계 하에서 거의 동일한 과정

을 배우므로 캐나다 법대생 중 일부는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건축대

캐나다에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건축사협회(CACB)에서 인정하

는 10개 대학의 건축학 석사과정(1년 인턴십 포함 총 3.5년 과정)을 이수하

거나 RAIC(Royal Architectural Institute of Canada)에서 제공하는 견

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캐나다의 건축학 석사과정은 4년제 학사학위

(일반적으로 GPA 3.25/4,0 이상의 성적 & 수학, 물리, 예술사 등의 필수과

목 이수 요구)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건축사 시험(AR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하며, 컴퓨터로 치르는 본 시험은 디자인, 기본

구조, 기계, 전류 체계 등에 대한 객관식 문항과 부지계획, 건축설계 및 기술

에 관한 그래픽 문항으로 구성된다.

치대

캐나다에는 현재 10개의 치대가 있으며 대학마다 입학조건이 다르나 대부분

학부 평균 성적, DAT(Dental Aptitude Test)와 인터뷰를 요구한다. 학부

입학시 과학 계열 전공을 선택하고 2년동안 치대 관련 과목의 60학점을 수강

하여 학점이 B 이상(실질적으로 A 이상)이 되어야 치과대학원에 지원이 가능

하다.

치대 졸업 후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의 전문의 수련과

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은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의 4년과정으로 되어있다.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중 약 25~35%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Dental Specialist (치과의사

전문의)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TESOL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은 영어

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습법

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균형 있는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정은 효과적인 영어 교수방법을 연

구, 개발하고 우수한 영어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캐나다에는 캐나다 테슬 협회(TESL Canada)산하에 각 주별 테슬 협

회를 운영하고 있다. TESL Canada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격증

과 대학교의 졸업장을 협회로 보내면 테솔 자격증을 발급한다. 캐나다의 테솔

자격증은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석사 학위 소지 시 가장 높은 인증레벨을 취득

할 수 있다. 졸업과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학 교수 및 강사, 학원 영어 강사, 일

반 기업체 출강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TESOL학위 소유자는 그 선호

도가 매우 높다. (공립 학교의 경우 추가적인 교원 자격증 취득 요망)

의대

한국의 의대가 의예과 6년의 학부과정을 거쳐 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비해, 캐나다는 Medical School이라 불리는 대학원 레벨의 교육기관에서 4

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캐나다 의대 입학은

캐나다 국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유학생의 입학은 여분의 자리 수에 따라

자격조건이 맞는 학생에게 개방된다. 입학지원을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지원자 대부분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한다. 학부에서의 좋은

성적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MCAT(Medical College Aptitude 

Test)과 인터뷰도 요구된다.

대학원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주에 따라 요구하는 시

험 종류 다름)을 치르고 레지던트를 마쳐야 정식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대부분 레지던트 기회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일반 유학생들은 레지던트가 되는 것 조차 쉽지 않으며 전공별로 배정되는 숫

자 또한 일정하지 않아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의사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

은 것이 사실이다.

약대

과학 계열의 학부 전공을 공부하며 이수한 필수과목(수학, 생물, 화학, 물리

를 포함한 30학점)의 우수한 성적과 인터뷰를 통과해야 약학대학원에 진학

이 가능하며 대학에 따라 PCAT(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점

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1학년에는

약의 공정과정, 2학년에는 약에 대한 기본 이해, 3학년에는 전반적인 약학과

질병의 관계, 마지막 4학년에는 기본 인턴 과정 및 약사 시험에 대비한 공부

를 한다.

캐나다 약대 졸업자들은 실질적인 임상 문제를 푸는 객관식 지필시험(MCQ 

- Part 1)과 환자 상담, 처방 검수, 약품 정보 찾기 등 실제 약사처럼 시연하

는 실기시험(OSCE – Part 2)을 치른다.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Certificate를 수여 받고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전 또는 도중에 최종시험인 Jurisprudence Exam을 치러야 하며 본

시험은 약사 면허를 발급 받을 해당 주의 법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며 주마다 조건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IELTS 7.0(모든영역 6.0) 이상 수준이다.



수의대

캐나다는 5개의 대학(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University 

of Guelph, University of Saskatchewan, University of Calgary, 

University of Montreal)에서 4년의 수의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수의대

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의 학부 성적(평균 80% 이상, 특히 생물이나

화학 과목의 높은 점수 요망), 대외활동 경험(수의학 관련, 전반적인 동물 관

련, 기타로 구분), 인터뷰가 요구되며 일부 대학에서는 MCAT(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학생 선발 시 의대와 마찬

가지로 그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그 다음

타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순으로 선발한다. 유학생은 학교마다

5~10% 정도 선발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변해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자격시험(필기 & 실습시험)에 합격하고 각 주정

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공인된 수의사

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요건은 주마다 다르므로 일하고자 하는

지역의 필수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2019년 캐나다 대학교 종합 순위

매년 11월 캐나다 최고의 주간 잡지 맥클린지(Maclean’s)에서는 각 대학교

들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대학랭킹을 선정 하여 발

표하고 있다. 맥클린지가 대학들의 랭킹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Student/Classes - 학생 연구 실적, 수상, 교수비율(20%)

2. Faculty - 교수 연구 실적, 수상, 연구 기금(18%)

3. Resources - 학생 연구 예산, 학교가 받은 지원금(12%)

4. Support - 예산 중 장학금, 학생시설 지원 비율(13%)

5. Library - 도서관 예산, 책 구입 비율 및 보유 책(16%)

6. Reputation -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22%)

또한, 캐나다 대학교는 제공하고 있는 학위과정별로 크게 Primarily 

Undergraduate University, Comprehensive University, Medical 

Doctoral University의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Primarily Undergraduate University는 학부위주의 4년제 대학으로 몇

몇의 석사과정도 제공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부과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며, Comprehensive University는 종합대학으로 다수의 학부

과정을 더불어 다양한 석사학위과정(Master Degree)을 가지고 있는 대학

이다. 

마지막으로 Medical Doctoral University는 학사와 석사과정은 물론 다양

한 종류의 박사학위(Ph. Degree)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과대학을 포함하

고 있는 학교들이다. 캐나다의 전문학위과정(의대, 법대 등)은 학부과정을 이

수한 후 진학하는 대학원 과정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과 같은 세가지 종류의

대학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위 Medical Doctoral University

1 McGill University

1 University of Toronto

3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4 McMaster University

5 Queen's University

6 University of Alberta

7 Dalhousie University

8 Western University

9 University of Ottawa

10 University of Montreal

11 University of Calgary

11 Laval University

13 University of Sherbrooke

14 University of Manitoba

14 University of Saskatchewan

학부, 석사, 박사, 의과대학 보유 대학 순위



순위 Comprehensive University

1 Simon Fraser University(SFU)

2 University of Victoria

3 University of Waterloo

4 University of Guelph

5 Carleton University

6 Wilfrid Laurier University

7 Memorial University

8 University of New Brunswick

9 York University

10 Concordia University

11 Ryerson University

12 UQAM

13 Brock University

14 University of Regina

15 University of Windsor

석사 및 법대, 약대 등의 전문학위과정 보유 대학 순위



순위 Primarily University

1 Mount Allison University

2 University of North British Columbia(UNBC)

3 Trent University

4 Acadia University

4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6 University of Lethbridge

7 Saint Mary's University

8 Lakehead University

9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UOIT)

9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UPEI)

11 Laurentian University

12 Bishop’s University

13 University of Moncton

14 St. Thomas University

15 University of Winnipeg

16 Nipissing University

17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18 Brandon University

19 Cape Breton University

석사과정보다는 학부과정에 중점을 둔 대학 순위

※ Maclean's University Rankings for 2019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