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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에 설립된 컬럼비아 컬리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인터내션널 사립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8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밴쿠버 시내 근처에 최신식의
새로운 교육시설을 갖춘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이 네 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 편입프로그램: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과정을 제공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등 캐나다 대학교에 편입 시 학점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과정 수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교수진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편입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최고 수준의
대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학업에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공분야 안에 다양한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 경영학
• 컴퓨터과학
• 엔지니어링
• 신문방송학
• 이학부
• 교양학부

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 후 3년까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
졸업 후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학업을 위한 영어(ESL)프로그램: 본 대학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이 ESL 프로그램은 일 년에 여섯 번에 걸쳐 입학생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최소기간은 7주입니다.

준 학사학위:

준 이학사학:

•
•
•
•
•
•
•

• 컴퓨터과학
• 일반과학
• 수학

경영학
경제학
교양인문학
국제관계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심리학

준 학사학위는 특수과정 요건이수를 포함하여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학업을 만2년간 이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업자격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공부해요.

고등학교프로그램
2017년 9월 컬럼비아 대학은 10학년 (고1) 과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요건, 예를
들면 Dogwood Diploma (BC주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1-2년(고2, 고3)을
마치도록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상급학년프로그램
컬럼비아 대학은 BC 주 교육부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3과 고1-2 (9, 10, 11
학년) 또는 동등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BC 주 졸업장을 취득하고, 직접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14주로 이루어진
학기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정규고등학교보다 조기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속진프로그램
고1(10학년) 수준의 학과 수업에서 훌륭한 성적을 받았지만 BC 주 고교
졸업장을 받고 싶지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속진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컬럼비아 대학의 종합대학편입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인프로그램
고등학교성인프로그램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적어도 18세가 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프로그램보다 적은 과목의 이수를
요건으로 합니다. 고등학교성인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컬럼비아 대학의
종합대학편입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준비프로그램

입학 요건
컬럼비아 대학의 학위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유하고 학업시작일 기준으로 나이가 적어도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영어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학위 과정과 영어(학점 불인정) 과정을 동시에 병행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학업을 위한 영어(ESL)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일
프로그램은 9월, 1월, 5월에 개강합니다.
9-12월
1-4월
5-8월

가을학기
겨울학기
여름학기
프로그램 수강료(캐나다 달러)
응시료
수업료 예치금

200불
13,200불*

*수업료 예치금은 전일제 두 학기 수업료(1학점 당 550불, 24학점)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접 종합대학편입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는 일정한 학과 수업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개별학생의 배경과 목표에 따른 맞춤형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은 한 학기제이고, 최대 네 개의 적합한
학업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숙박
홈스테이(대학생의 경우 선택사항)
홈스테이 알선료
성인학생
미성년학생

375불
월 925불(세 끼 식사포함)
월 1,000불(세 끼 식사포함)

세 학기(12개월) 예상 생활비

438 Terminal Avenue Vancouver, BC Canada V6A 0C1
T: +1 604 683 8360
F: +1 604 682 7191
E: admin@columbiacollege.ca
www.columbiacollege.ca

수업료
숙박비
교통비
교재비
기타 비용
생활비 합계

16,500불
12,000불
1,800불
2,000불
2,400불
34，700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