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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안 소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에 자리잡은 캠브리안대학은 11,000
여 명의 정규 및 비정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중형 전문대학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즐겁고 개인화된 교육을 실현해주는 학교 
위치와 소수 학급, 친절한 교수진입니다.

1967년에 설립된 캠브리안은 온타리오 주 전문대학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24개 응용미술 및 기술 전문대학의 하나입니다. 캠브리안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공립학교이며, 80여 개의 정규 
프로그램에 약 4,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캠브리안은 
졸업장, 수료증 및 대학원 프로그램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시대에 적절하고 부응 하도록 구성 되어 지고 졸업생들이 
직업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재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합니다.

서드베리 소개
서드베리는 온타리오 주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교육, 쇼핑, 
행정, 예술 및 산업의 중심지이면서도 아담한 소도시의 분위기가 
느껴지며, 살고 공부하고 일하기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곳입니다. 
인구가 16만인 서드베리에는 2개 공립 지역사회 전문대학과 1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캠브리안에서는 진정한 캐나다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 
및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문화적 지식을 넓히고, 강의실 안팎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안 국제부(Cambrian International) 담당자가 지원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주고, 여러분이 캠퍼스에 도착하면 학업에서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캐나다 체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국제부는 연중 내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합니다:
• 단풍시럽을 만드는 관내 사탕단풍 재배원 견학
• 유명한 킬라니 주립공원 여행
• 캠퍼스 내에서의 야구 및 크리켓 경기
• 연례 유학생 만찬회



Dorm-style Townhouse – main floor Townhouse – upper floor

숙박
유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숙사 또는 교외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서드베리 및 캐나다의 문화를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월 $500 - $850 정도입니다.

교내 기숙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 
및 기타 학교 시설에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 및 주요 쇼핑센터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캠브리안은 가구, 고속 인터넷, 케이블 TV, 가전제품, 세탁 시설, 하루  
24시간 경비, 그리고 캠브리안에서의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력 넘치는 기숙사 생활 지원팀을 제공합니다. 사진 및 상세 정보는 
cambrianrez.c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외 숙소
서드베리 내 각지에서 방, 아파트 또는 일반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룸메이트와 함께 살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교외 숙소를 찾아보십시오: sudbury.kijiji.ca.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매년 $375,000 이상의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이 캠브리안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연간 $50,000의 배타적 
추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캠브리안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학업적 및 개인적 필요를 지원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캠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24시간 캠퍼스 보안

• 도서관 및 컴퓨터 랩

• 학생회(Student Government)

• 개별 과외지도 – 온라인 및 교내

• 의료/치의료 서비스

• 체육관(Athletic Centre)

• 급식 계획

•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진로 상담 및 구직 지원



캠브리안은 선택의 폭이 넓은 80여 개의 정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기 높은 
프로그램을 간추린 것입니다:

Diploma (2~3년제)
자동차정비기사 (Motive Power Technician - Service and Management - VMTN)

치위생 (Dental Hygiene - DHYG)

치과조무 (Dental Assisting - DENA)

유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 ECEP)

토목공학기술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 CVTY)

중장비기사 (Heavy Equipment Technician - HDTN)

산업기계기사 (Industrial Mechanical Millwright Technician - IMTN)

채광공학기술 (Mining Engineering Technology - MNTY) 
(온타리오 주의 24개 공립 전문대학 중 오직 Cambrian College에만 있음)

화학공학기술 - 실험공정제어(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 -  
Lab and Process Control - CHLP) (온타리오 주의 24개 공립 전문대학  
중 오직 캠브리안전문대학에만 있음)

컴퓨터시스템기술 (Computer Systems Technology - CETY) 
(온타리오 주의 24개 공립 전문대학 중 오직 Cambrian College만  
Cisco Networking Academy 및 Microsoft Networking Academy로 인증된 
학교임)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 EAP) 
(Languages Canada 인증, 연 6회 접수 – 1월, 3월, 5월, 7월, 9월 및 11월)

Post-graduate (준석사 과정)
IT 사업 분석 (IT Business Analysis - BAGC)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IBGC)

환경감시 및 영향평가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mpact Assessment - EMPD)

홍보 (Public Relations - PRPD)

조직관리 (Organization Management - MOGC)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 HMPD)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 MRIP)

수업료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대략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문목적영어(EAP) $10,800 

졸업장 프로그램  $13,000

대학원 과정 수료증 프로그램  $15,000

각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수업료 정보는  
캠브리안전문대학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cambriancollege.ca/programs

캠브리안 국제부 연락처:

facebook.com/cambrianinternational

twitter.com/global_cambrian

youtube.com/cambriancollege

Cambrian International
Cambrian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1400 Barrydowne Road
Sudbury, Ontario, Canada  P3A 3V8

international@cambriancollege.ca
cambriancollege.ca/international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