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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베리
생활
서드베리는 소도시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대도시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캠브리안 학생들은 캐나다 문화를 경험하고 학교를 벗어난 일상
생활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진정한 캐나다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캠브리안 국제 학생부 직원들은
신입생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료하는 동시에,
캐나다 문화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활동을 마련해 드립니다.

서드베리 소개
• 주 공용어는 영어
•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400KM 거리

HUDSON BAY

• 약 165,000명의 인구

• 전 세계 주요 니켈 광산지 중 한 곳
• 330개의 호수

• 북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의료,
교육, 쇼핑의 중심지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숙박 시설

390 km
490 km
680 km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외부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캐나다와
서드베리의 문화를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 비용은 한 달에
약 500~850달러(캐나다)입니다.

...서드베리에 대한
대략적인 거리

온타리오

퀘벡

서드베리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시카고

미국
뉴욕

캠퍼스 내부 숙소
캠브리안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또 강의실과
학교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인근에는 자동차가 없어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식품점과 주요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기숙사 침실에는 가구가 구비되어 있고, 고속 인터넷, 케이블 TV, 가전제품,
세탁기도 있으며, 24시간 경비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사진은 cambrianrez.c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외부 숙소
서드베리 지역 내에 있는 방,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하여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거나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외부 숙소를 구하려는 경우
sudbury.kijiji.ca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주요
프로그램
학위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

보건 과학

• 비즈니스

• 간병사

• 기업회계

• 체력 관리사

• 경영

• 치과 조무사 - 레벨 1 및 레벨 2

• 경영 - 회계

• 치과 위생사

• 홍보

• 임상병리사

창작 예술 및 디자인

법률 및 법무

• 국제 경영 관리

• 애니메이션

• 지역사회 및 법무 서비스

• 조직 관리

• 아트 및 디자인 기초

• 기업 안전 및 보안

• 프로젝트 관리

• 디자인 및 비주얼 아트

• 경찰 행정

• 홍보

• 그래픽 디자인

• 경호, 보안, 범죄 조사

• 뮤직 - 공연
• 무대 예술 – 테크니컬 프로덕션

숙련 기술 및 직업 교육
• 목공 기술

커뮤니티 서비스

• 냉난방 및 환풍 설비 기술/기사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

• 중장비 기술/기사

• 발달 장애 복지사

• 산업용 기계 수리 기술/기사

• 유아 교육

• 원동기 기사- 수리 및 관리

• 사회 복지사

• 용접 및 조립기사

1년 과정 준석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
• 환경 감시 및 영향 평가
• 인적 자원 관리
• IT 비즈니스 분석

2년 과정 복수 프로그램을
통해 2개의 개별 자격증
동시 취득:
• 조직 관리 + 환경 감시 및 영향 평가
• 조직 관리 + 인적 자원 관리
• IT 비즈니스 분석 + 조직 관리
• 조직 관리 + 국제 경영 관리

컴퓨터
• 컴퓨터 시스템 테크놀로지(네트워킹)
• 네트워크 테크니션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 화학 공학 테크놀로지 실험실 및 공정 관리

캠브리안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 토목 공학 테크니션/테크놀로지

캠브리안 칼리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산 공학 테크니션/테크놀로지

• 24시간 보안 경비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 학생 상담사

• 체육관

• 도서관 및 컴퓨터실

• 식사(유료)

• 학생회

•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진로 상담
및 구직 지원

• 개인 교습 - 온라인 및 교내 교습

장학금 및 보조금
국제 학생들은 총 합계 50,000달러 이상의 특별 장학금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안 칼리지 재단에서 매년 제공하는
총 500,000달러 이상의 기타 장학금 및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안
칼리지 소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 지역에 위치한
캠브리안 칼리지는 13,500명의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중간 규모의
대학교로서, 쾌적하고 조용한 지역, 소규모 학급,
친절한 교수진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개인별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1967년 설립된 캠브리안 칼리지는 온타리오 칼리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응용 예술 및 기술 칼리지 중 하나로서, 80
개 이상의 풀 타임 프로그램에 4,000명 이상의 재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학위증, 자격증, 졸업증을
수여합니다. 캠브리안 칼리지는 정부, 기업, 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신 정보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0 개
이상의 풀 타임
프로그램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고용주들이 온타리오에서
최상의 대학으로 인정한
캠브리안 칼리지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mbrian International

international@cambriancollege.ca
cambriancollege.ca/international

캠브리안 칼리지
팔로우
facebook.com/cambrianinternational
twitter.com/global_cambrian
youtube.com/cambrian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