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세요!

ENGLISH LANGUAGE 
STUDIES

DIPLOMAS

DEGREES 

GRADUATE STUDIES 



Study + work experience
= Unbeatabl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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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n College: A leader in work experience education
1967년 설립된 조지안 컬리지는 온타리오 주 내에서 Co-op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한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업계의 선도기업 고용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캐나다 내 대표적인
최대 규모의 Co-op 컬리지입니다.

More than 120 programs for you to consider!
조지안 컬리지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배움과 더불어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전문학사(Diploma)과정과 학사(Degree)과정 그리고 준석사(Graduate certificate)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들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파트너십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Higher scores in students satisfaction surveys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in 2013:

졸업생 만족도  조지안 컬리지 81.6% vs. 캐나다 컬리지 평균 만족도 80.1%
재학생 만족도  조지안 컬리지 77.2% vs. 캐나다 컬리지 평균 만족도 76.3%

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ISB):

전 세계 15개 나라의180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제 학생 만족도 조사(ISB)결과,
조지안 컬리지는 온타리오 주 내 컬리지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And that’s not all: 

• 11,000 명의 정규 풀 타임 학생들과 1,000명의 국제 학생들
• Co-op 으로 6,200 여 곳 이상의 협약된 고용주들
• 교내/외 900 여 개 이상의 장학금
• 전 세계 47 여 개의 교육기관과 대략 500 개 정도의 학점 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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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rgian College advantage 
Co-op 컬리지인 조지안 컬리지는 Co-op 프로그램을 통해 연속 10년 이상 온타리오 주 내 컬리지 중 졸업 후
취업률 부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졸업 후 취업률은 86.9%로 캐나다 내 타 컬리지
평균 취업률 83.4% 대비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o-o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적인 분야에서 유급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년 전문학사(Diploma) 과정의 경우 Co-op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Co-op 프로그램은 풀 타임 직원과 같이 하루에 8시간 동안 급여를 받으며 근무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 Co-op 학기마다 $6,000 에서 $8,000을 벌게 됩니다.

조지안 컬리지의 국제 Co-op 오피스 팀은 학생들의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인터뷰 스킬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mester 2Semester 1 Work Term 1 Semester 3 Work Term 2 Semester 4

University Partnership

조지안 컬리지에서 첫 2년 또는 3년을 공부하고 이후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를 취득해 보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7 여 개의 교육기관과 대략 500 개 정도의 학점 인정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LESS TIME
Save $12,000+
by starting your degree at Georgian

For example:

Two years 
Diploma
Business Administration Co-Op
at Georgian College 

Two years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Laurentian University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pproximate cost of 2 years at 
Georgian $28,152
Approximate cost of 2 years at 
Laurentian $40,184
Total cost of degree $68,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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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 home of the main campus of Georgian College
배리는 심코 호수 주변에 멋진 해변가가 둘러 쌓여 있는 도시로,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언덕, 
환상적인 자연 광경의 연출을 감상할 수 있는 온타리오 주 내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이고 친절한 캐네디언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문화 체험과 함께 전문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역이 바로 이곳 배리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20여 개 이상의 스키 리조트와 연중 다양한 
즐거움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배리는 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토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대도시를 벗어나고자 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찾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 
도시 규모는 작지만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여 더욱 평화로운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Georgian has 6 more Campuses
Orilla, Owen Sound, South Georgian Bay, Midland, Musoka Bracebridge, Orangeville.

Toronto

Barrie

thousand
habitants

+145

Snow Valley
Ski Resort

10 min

Blue Mountain
Resort

45 min

Famous Wasaga
Beach

30 min

Wonderland
Theme Park

40 min

Algonquin
Park

60 min

Niagara
Falls

2 hrs

drive from
Toronto

45 min

Several of these photos courtesy Tourism Barrie and Barrie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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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n’s International Centre is your home away from home
조지안 컬리지는 국제 학생들과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 수업 시작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항 픽업 서비스
• 홈스테이 소개, 교내 기숙사 또는 교외 기숙사 서비스 
• 학생 건강 보험 
• 컬리지와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 각종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신청 정보
• 개인상담서비스 

Accessible to all of campus facilities!
조지안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AP 학생 포함)

• 넓은 도서관
• 캠퍼스 전역에서 무료 Wi-Fi 사용 가능
•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센터
• 이력서, 커버레터 첨삭
• 인터뷰 스킬 향상, 구인정보 제공
•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 바, 레스토랑 이용 가능
• 캠퍼스 내 실내 체육관, 헬스장 이용 가능

Learning centres
글쓰기, 컴퓨터, 수학과 관련하여 추가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러닝센터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ork opportunities
학기 중에는 캠퍼스 내/외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고, 방학 기간이나 Co-op, 인턴십 등을 통해
풀 타임근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Students’ Administrative Council (SAC)
학생 행정처(SAC)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캠퍼스 별로
매년 선출된 학생 대표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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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의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배리 캠퍼스의 EA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컬리지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어교육과 함께 캐나다 내에서
생활 및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레벨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고, 캐나다에서 인정받은 공인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국제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 또한 
입학이 가능합니다. 

각 학기는 총 14주 기간으로 최소 7주 기간의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AP 프로그램은 스피킹, 리딩, 라이팅, 단어 및 문법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를 통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AP의 최고 레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본교 내 학위 취득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레벨은 자체시험을 통한 시험성적 결과로 결정이 됩니다. EAP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진 교실과 연구실, TESL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검증된 강사진들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제 학생들을 위해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고 레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EAP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이후 학위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EAP 최고 레벨 과정을 패스한 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Georgian College 에서 영어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확정된 수업 스케줄과 반 구성
• 1주당 24시간 수업
• 25개 국 이상의 다른 나라 학생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반
• 소수 인원
• 네이티브 스피커인 최고 실력의 강사진
•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연구실
• 캐네디언 학생들과 함께 스피킹, 리딩, 라이팅 모임 진행
• 교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카페테리아, 도서관, 체육관, 헬스장 등

교내 90% 학생들은 모두 영어가 모국어인 캐네디언! 
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고 있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캐네디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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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dates
연간 6번의 개강을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2014 Oct. 27, 2015 Jan. 5, March 2, May 4, June 29, Sept. 8, No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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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tay
국제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국제학생들이 참여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캐네디언들의 생활방식을 접할 수 있고, 캐네디언들과 함께 
커뮤니티 내에서 친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홈스테이 주인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과 캐네디언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주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과, 침대 등 기본적인 가구들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대중 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캠퍼스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Full Homestay (식사포함 홈스테이) 
홈스테이 주인은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매일 3식씩 (주말 포함) 제공하게 됩니다.

Shared Homestay (식사미포함 홈스테이)
식사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On-campus residence
배리 캠퍼스 내에 위치한 교내 기숙사는 교내 커뮤니티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습에 필요한 경험 또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1인실 방과 함께 더블 침대, 책상, 의자, TV 그리고 옷장이 제공되고, 그 외 화장실 및 거실 등은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내 기숙사는 밝고, 모던한 분위기이며, 어디에서든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내 기숙사에 머물고자 할 
경우 1, 2학기(8개월)를 모두 머물러야 하며 기숙사 입소 자격은 매년 9월부터 부여됩니다.

Off-campus residences
조지안 그린 학생 기숙사는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형의 기숙사입니다. 4층으로 이루어진
기숙 건물로 총 257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Off-campus rentals
학교 근처에는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있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고, 이는 웹사이트나 해당 하우스 앞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 등을 통해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laces4students는 본교와 협약이 체결 되어있는 사이트로 많은 학생들이 본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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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안컬리지 인기학과 리스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인턴십유형 인턴십횟수 학위종류 개강월 캠퍼스 년수
비즈니스과정

자동차경영학과 AUBU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법률보조사학과 LCLR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학과 BUSG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학과 BUS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회계학과 BACT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회계학과 BAC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마케팅학과 BMKT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마케팅학과 BMK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광고마케팅커뮤니케이션학과 ADMC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오피스행정학과-의료 OFAM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항공경영학과 AVIA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경영-회계학과 BAAC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경영학과 BADM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경영-인사관리학과 BAHR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비즈니스-창업학과 BENT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경영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배리 4년

자동차비즈니스학과-학사과정 BBAM Co-op 3회 학사 9월 배리 4년
골프관리학과-학사과정 BBGM Co-op 3회 학사 9월 배리 4년

관광/호텔경영과정
골프운영관리학과 GLFO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피트니스건강증진학과 FHPR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요리관리학과 CULN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호텔리조트관리학과 HMGT Co-op 1회 준학사 9월/1월/5월 배리 2년
레크레이션레저서비스학과 RELS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관광여행학과 TRVL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스노우리조트운영학과 SROP Co-op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호텔리조트경영학과 HADM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1월/5월 배리 3년

엔지니어링과정
토목공학기술자학과-공사 CVTN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환경기술자학과 ENTN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기계공학-정밀제조기술학과 MTPS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건축기술자학과 ARTC Co-op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전기엔지니어링기술자학과 EETN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히터/냉장고/에어컨기술자학과 HRAC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토목공학기술학과 CVTY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건축설계기술학과 ARTE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전기공학-자동차시스템학과 EETY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환경공학기술학과 ENVR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해상해양기술학과 MNAV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3년
기계공학-자동차제조학과 METY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전력엔지니어링기술학과 PETY Co-op 1회 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2년 6개월
해양엔지니어링기술자학과 METC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3년

엔지니어링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Lakehead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며, 
2016년 1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4년

커뮤니티과정
유아교육학과 ECED Field Placement 3회 준학사 9월/1월 오릴리아 2년
아동복지학과 CYWK Field Placement 4회 고급준학사 9월/1월 오릴리아 3년
복지학과-학사과정 BHSP Co-op 2회 학사 9월 오릴리아 4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인턴십유형 인턴십횟수 학위종류 개강월 캠퍼스 년수
보건과정

보건과학기초과목 PRHS - - 자격증 9월/1월 배리 1년
안경사학과 OPTI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마사지치료사학과-속성과정 MASF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물리치료보조사학과 OPTA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약학기술자학과 PHRM Practicum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간호학과 PNRS Clinic Placement 준학사 9월/1월 배리/오릴리아/오웬사운드 2년 6개월
응급구조학과 PARA Clinic Placement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미용관리사학과 ESTH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침술사학과 ACPT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3년

마사지치료사학과 MASG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간호학과-학사과정 BSCN Clinic Placement - 학사 9월/1월 배리 4년

디자인 & 시각아트과정
쥬얼리/메탈학과 JMET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아트&디자인학과 AADF - - 자격증 9월/1월 배리 1년
인테리어데코레이팅학과 INDC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디지털포토/이미징학과 DPAI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파인아트학과 FIAR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그래픽디자인생산학과 GRDP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인테리어디자인학과 INTE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미술학과 FIAA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그래픽디자인학과 GRDE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인테리어디자인학과 INTR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아트인테리어디자인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배리 4년

컴퓨터과정
인테리어 웹디자인/개발학과 IWDD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프로그래머학과 COPR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시스템전문가-네트워킹학과 CSTN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프로그래머분석학과 COPA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준석사과정
인사관리학과 HRMN Industry Placement 1회 준석사 9월/1월/5월 배리 1년
식품영양관리학과 FDNM Field Placement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국제경영학과 BINT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시장조사분석가학과 RAPP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소규모창업학과 BNTR - -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이벤트관리학과 EVNT - -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중독치료예방학과 ADTP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오릴리아 1년
언어치료보조사학과 CODA Internship 2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금은세공학과 GLDS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주방욕실디자인학과 KBDE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의료피부관리치료학과 MSCT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모바일프로그램개발학과 MDEV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박물관갤러리학과 MUSM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시스템보안학과 INSS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해양엔지니어링관리학과 MEMG - - 준석사 1월 오웬사운드 1년

참고사항: 
- 본 정보는 조지안 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Co-op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되며, 그 외 Field Placement/Clinic Placement/Industry Placement/Internship은 프로그램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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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안컬리지 인기학과 리스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인턴십유형 인턴십횟수 학위종류 개강월 캠퍼스 년수
비즈니스과정

자동차경영학과 AUBU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법률보조사학과 LCLR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학과 BUSG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학과 BUS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회계학과 BACT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회계학과 BAC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마케팅학과 BMKT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비즈니스-마케팅학과 BMKN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광고마케팅커뮤니케이션학과 ADMC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오피스행정학과-의료 OFAM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항공경영학과 AVIA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경영-회계학과 BAAC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경영학과 BADM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경영-인사관리학과 BAHR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비즈니스-창업학과 BENT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경영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배리 4년

자동차비즈니스학과-학사과정 BBAM Co-op 3회 학사 9월 배리 4년
골프관리학과-학사과정 BBGM Co-op 3회 학사 9월 배리 4년

관광/호텔경영과정
골프운영관리학과 GLFO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피트니스건강증진학과 FHPR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요리관리학과 CULN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호텔리조트관리학과 HMGT Co-op 1회 준학사 9월/1월/5월 배리 2년
레크레이션레저서비스학과 RELS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관광여행학과 TRVL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스노우리조트운영학과 SROP Co-op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호텔리조트경영학과 HADM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1월/5월 배리 3년

엔지니어링과정
토목공학기술자학과-공사 CVTN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환경기술자학과 ENTN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기계공학-정밀제조기술학과 MTPS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건축기술자학과 ARTC Co-op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전기엔지니어링기술자학과 EETN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히터/냉장고/에어컨기술자학과 HRAC Co-op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토목공학기술학과 CVTY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건축설계기술학과 ARTE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전기공학-자동차시스템학과 EETY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환경공학기술학과 ENVR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해상해양기술학과 MNAV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3년
기계공학-자동차제조학과 METY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전력엔지니어링기술학과 PETY Co-op 1회 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2년 6개월
해양엔지니어링기술자학과 METC Co-op 2회 고급준학사 9월 오웬사운드 3년

엔지니어링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Lakehead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며, 
2016년 1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4년

커뮤니티과정
유아교육학과 ECED Field Placement 3회 준학사 9월/1월 오릴리아 2년
아동복지학과 CYWK Field Placement 4회 고급준학사 9월/1월 오릴리아 3년
복지학과-학사과정 BHSP Co-op 2회 학사 9월 오릴리아 4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인턴십유형 인턴십횟수 학위종류 개강월 캠퍼스 년수
보건과정

보건과학기초과목 PRHS - - 자격증 9월/1월 배리 1년
안경사학과 OPTI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마사지치료사학과-속성과정 MASF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물리치료보조사학과 OPTA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약학기술자학과 PHRM Practicum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간호학과 PNRS Clinic Placement 준학사 9월/1월 배리/오릴리아/오웬사운드 2년 6개월
응급구조학과 PARA Clinic Placement 2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미용관리사학과 ESTH - -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침술사학과 ACPT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3년

마사지치료사학과 MASG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간호학과-학사과정 BSCN Clinic Placement - 학사 9월/1월 배리 4년

디자인 & 시각아트과정
쥬얼리/메탈학과 JMET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아트&디자인학과 AADF - - 자격증 9월/1월 배리 1년
인테리어데코레이팅학과 INDC Field Placement 1회 준학사 9월 배리 2년
디지털포토/이미징학과 DPAI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파인아트학과 FIAR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그래픽디자인생산학과 GRDP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인테리어디자인학과 INTE - - 준학사 9월 배리 2년
미술학과 FIAA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그래픽디자인학과 GRDE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인테리어디자인학과 INTR - - 고급준학사 9월 배리 3년

아트인테리어디자인학과-학사과정 - 본 과정은 신설학과로 2016년 1월학기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지안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배리 4년

컴퓨터과정
인테리어 웹디자인/개발학과 IWDD Co-op 1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프로그래머학과 COPR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시스템전문가-네트워킹학과 CSTN Co-op 2회 준학사 9월/1월 배리 2년
컴퓨터프로그래머분석학과 COPA Co-op 3회 고급준학사 9월/1월 배리 3년

준석사과정
인사관리학과 HRMN Industry Placement 1회 준석사 9월/1월/5월 배리 1년
식품영양관리학과 FDNM Field Placement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국제경영학과 BINT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시장조사분석가학과 RAPP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소규모창업학과 BNTR - -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이벤트관리학과 EVNT - - 준석사 9월/1월 배리 1년
중독치료예방학과 ADTP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오릴리아 1년
언어치료보조사학과 CODA Internship 2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금은세공학과 GLDS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주방욕실디자인학과 KBDE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의료피부관리치료학과 MSCT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모바일프로그램개발학과 MDEV - - 준석사 9월 배리 1년
박물관갤러리학과 MUSM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시스템보안학과 INSS Internship 1회 준석사 9월 배리 1년
해양엔지니어링관리학과 MEMG - - 준석사 1월 오웬사운드 1년

참고사항: 
- 본 정보는 조지안 컬리지 영문 공식 웹사이트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Co-op의 경우 유급으로 진행되며, 그 외 Field Placement/Clinic Placement/Industry Placement/Internship은 프로그램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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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수기

Automotive Business학과
박 지 영

한국 내 대학생 시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토론토에서 약 2년 간 거주 경험이 있던 저는
한국인이 많은 대도시보다는 좀더 캐네디언 문화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컬리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배리에 위치한 조지안 컬리지입니다.

전체 재학생의 10%가 국제학생들이고, 이 중 한국 학생의 비율은 전체 재학생 대비 0.15%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도시에 위치한 타 컬리지보다 더욱 많은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International Centre에서는 매주 다양한 액티비티와
이벤트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좀더 빨리 캐나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 Writing 교실이나 Math 교실, 멘토링 서비스, 이력서, 커버레터 첨삭, 인터뷰 스킬 향상 센터 등
교내에는 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처음 캐나다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풀 타임 학생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컬리지 입학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를 통해 교내 파트 타임 교직원으로 취업을 하여 학업과 동시에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안 컬리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Co-op 부분인데요, 준학사(Diploma) 2년 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2번의 Co-op을 통해서 졸업 전 캐나다 내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유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 학비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o-op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 학과 선배들의 경우도 마지막 학기 Co-op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졸업 전에 취업 제안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적은 수의 한국인,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교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조지안 컬리지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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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학기(4개월) 기준 한 학기 수업료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4 weeks) $4,978
      (7 weeks) $2,489

Diploma and certificates $6,800 – $7,700

Degrees $8,300 – $9,800

Graduate certificates $6,000 – $10,000

숙박비

Full Homestay (3식 제공) $750 / month

Shared Homestay (식사 미포함) $550 / month

On-campus residence (Barrie) 約 $6,500 / 2 semesters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월 전에 반드시 입주해야 함

Off-campus residence (Barrie) $660 – $800 / month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월 전에 반드시 입주해야 함
1월 입주도 가능함

Off-campus rental (Barrie) 
룸렌트 (가구 및 각종 공과금 모두 포함)  $450 – $550 / month  
입주 시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를 한번에 지불해야 함

기타 부대 비용

EAP 교재 비용  $200 - $300 / semester

학위 프로그램 교재 비용 $600 - $800 / semester

버스 월 정액권   $65 / month

헬스장 이용료                   $35 / semester 

수업료에 포함된 내역 

학과 수업료
건강 보험
공항 픽업
숙소 안내 비용
각종 세금
오리엔테이션 (컬리지, 커뮤니티)
Co-op 상담
Georgian College 내 모든 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

Georgian College 의 모든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적용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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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입학요건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준석사 과정: 3년제 이상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학사 학위 보유자

입학에 필요한 공인영어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본교 프로그램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목록 중 반드시 한 개의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ertificate, Diploma programs

• Georgian College EAP 프로그램 내 최상의 레벨 GPA 60% 이상 

(전문학사(Diploma)과정과 자격증 취득(Certificate program)과정만 해당,  

약학기술자학과(PHRM)의 경우 해당 안됨)

• TOFEL iBT 최소 79점 이상(Writing과 Speaking은 최소 22점 이상) 

(약학기술자학과(PHRM)의 경우 91점 이상)

• IELTS Overall 6.0 이상 (약학기술자학과(PHRM)의 경우 Overall 7.0 이상)

• TOEIC 최소 800점 이상(약학기술자학과(PHRM)의 경우 해당 안됨)

 

Degre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 Georgian College EAP 프로그램 내 최상의 레벨 GPA 

(Degree 75% 이상, Graduate certificate 80% 이상, 간호학과-학사과정(BScN)의 경우 해당 안됨)

•  TOFEL iBT 최소 79점 이상 

(Writing과 Speaking은 최소 22점 이상, 간호학과-학사과정(BScN)의 경우 89점 이상)

• IELTS Overall 6.5 이상 (간호학과-학사과정(BScN)의 경우 Overall 7.0 이상)

• TOEIC 최소 850점 이상 (간호학과-학사과정(BScN)의 경우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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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eorgian Drive, Barrie, Ontario, Canada L4M 3X9  |  Tel: 705.728.1968, ext. 1218  |  Fax: 705.722.5158  |  Website: www.georgiancollege.ca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입학신청방법

입학신청을 위해서는 입학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신청비는 $100이며, EAP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신청비는 무료입니다.

1. 필요서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EAP 프로그램의 경우 불필요)

공인영어점수 (EAP 프로그램의 경우 불필요)

2. 입학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입학신청서를 조지안 컬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 

http://www.georgiancollege.ca/wp-content/uploads/International_Student_Application-Georgian-College-06-17-2014.pdf

• 작성완료 후 출력하여 서명란에 서명 한 뒤 스캔

• 신청비 지불(신용카드, 해외송금, 은행에서 발행된 머니오더 등으로 납부 가능)

• 스캔 된 입학신청서, 공인영어점수성적표,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청비 지불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 (첨부파일은 최대 5MB까지 첨부 가능) 

EMAIL: reginternational@georgiancollege.ca / FAX: +1 705 722-5158 

(단, 입학신청서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처리비용 $500가 납부되어야 함)

3. 학생비자

입학허가서와 수업료 지불 영수증을 받게 되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학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cic.gc.ca/english/study/index.asp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본교 다음의 이메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reginternational@georgiancolleg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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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was established and is funded by 
the province of Ontario through the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course listings and academic programs described in this viewbook represent 
college-approved requirements and electives for completion of diploma and 
certificate requirements. Georgian College has used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herein was accurate at the time of publication, recognizing that any 
such information is subject to ongoing review and change.

The college reserves the right to limit access to courses or programs, change or 
cancel programs, courses, timetables and campus locations at its own discre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college undertakes,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enable 
students registered in affected programs to complete their diploma/certificate 
requirements in a satisfactory manner. Prospective students or new registrants are 
advised to consult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vailable from the college before 
making registration decisions or course/program choices.

In the case of articulation and transfer agreements, applicants must check directly 
with articulating/transfer institutions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before 
applying to Georgian programs.

Georgian College
One Georgian Drive
Barrie, Ontario, Canada
L4M 3X9
1705 7281968

www.georgiancollege.ca

www.georgiancollege.kr

Georgian College

Highway 400 to GTA

CONNECT WITH US!

international@georgiancollege.ca

http://www.georgiancollege.ca/international/
https://www.facebook.com/GeorgianCollege
https://plus.google.com/+GeorgiancollegeCa/posts
https://plus.google.com/+GeorgiancollegeCa/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