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들이  
찾는 배움터





모학 컬리지로 
오세요
모학 컬리지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학부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존경받는 교수진들에 

의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실무경력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국제학생들의 유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여 졸업 후에도 전세계에 흩어져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직업인으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멋진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전공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캐나다를 
경험해 보세요.

모학 컬리지는 세계에서 배우러 찾아오는 곳이며, 언어문화센터가 여러분의 여정을 성공적이 되게 도울 것입니다. 
저희 언어문화센터는 여러분이 다음의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안성맞춤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단기 영어 언어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체험

•  컬리지 학위 프로그램에 연계 등록

언어문화센터 (LCC)는
•  국제적 다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이며,  

•  다양한 문화및 언어지원을 제공하고, 

•  유학생들이 새로운 대학 생활과 낯선 해밀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친절한 
다문화 직원들이 있으며,

•  학업, 국제적 축제행사, 사회적 교류및  지역사회참여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입니다.

•  내 집처럼 아늑한 곳이 될 것입니다. mohawkcollege.ca/LCC를방문하십시오.

*특화 프로그램1국제 영어 테스트 시스템, 2유럽 공통 언어참조 기준

EAP 수준우선 EAP (학구적 목표를 위한 영어)에 
등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7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급 
수준부터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실 
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단계와 8 단계에 도달하면,  여러분의 학위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학점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매 7주마다 시작합니다. 

mohawkcollege.ca/EAP



여러분의 진로는 
어느 분야입니까?

모학 컬리지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창업 혹은 학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환자간호 ,컴퓨터공학, 마케팅, 엔지니어링,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 있더라도, 모학 컬리지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mohawkcollege.ca/IntlPrograms 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숙련 기술 직종

건축

전기

제조

동력 기관

상경계열

행정

마케팅&영업

회계

보험

금융

보건의료

건강&웰빙

피트니스

환자간호

약국 업무 보조

미디어 계열

언론

그래픽

방송

사진

음악

이공계열

화학

컴퓨터공학

건설&건축

전자공학

기계

지역사회 서비스

영유아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법무

인문계열

학문을 하기  

위한 영어

예비과정

인문&과학



맥마스터 대학 구내의 모학 
응용보건과학 연구소

모학 - 맥마스터 파트너십을 통한 

혜택을 받으며 최첨단 실험실에서 전문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나이아가라 절벽

해밀턴은 아름다운 

보호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헤스 빌리지

언제나 활기 넘치는 밤거리의 

여흥과 낭만을 즐길 수있는 

여러 레스토랑과 술집이 모인 

곳 입니다.

•  다문화 다민족 지역  

(해밀턴 시민 4명 중 1명은 이민자)

•  활기차고 안전한 시가지

•  편리한 쇼핑 및 전 세계로부터 온 다양한 

음식점

•  하이킹, 자전거 타기와 도시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수많은 산책로들

•  믿고 탈 수 있는 최신 대중교통 시스템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프로그램

•  매달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아트크롤링, 

음악과 먹거리가 가득 찬 거리

•  1837년부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파머스 

마켓

•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및 각종 행사 개최

•  첨단 기술 및 의료보건 산업

•  나이아가라 폭포 및 토론토까지 한시간  

이면 갈 수 있는 편리한 위치

MOHAWK COLLEGE (모학 컬리지)

우리도시의 
자랑거리



해밀턴 시내

다양한 문화,시내에 즐비한 

활기찬 민족 음식점들, 쇼핑, 

음악, 예술 및 문화로 가득한 곳. 

해밀턴 파머스 마켓과 월간 아트 

크롤링의 본고장.

온타리오 호수와 해밀턴 
하버

워터 프론트 카페, 아름다운 

산책로, 스케이트장, 낚시, 

보트 관광을 즐겨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절경들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모학 컬리지 소유 항공 
유지보수 격납고

해밀턴 공항에 있으며,  

캐나다 전투기 문화유산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퍼스트 온타리오 센터

해밀턴 불독스 아이스 하키 

팀의 본거지로 다양한 콘서트 

개최와 많은 연예인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모학 스토니 크릭 캠퍼스

본 캠퍼스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숙련기술 및 견습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SoBi 해밀턴

도시 전역에 위치한 100 개가 

넘는 허브에서 750 대의 

자전거 중 하나를 대여해 

보세요.

토론토, 온타리오 주

북미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토론토는 

비즈니스, 금융, 예술 및 문화의 국제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이며 

국제적인 도시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모학 컬리지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졸업한 후 까지 받는 개별적으로 특화된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70 개국 이상에서 오는 2,000 여명의 유학생들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에서 여러분이 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  공항 픽업 •  학생 성공 자문 •  학습 및 취업 허가

•  육상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  학생간 튜터 •  대학 진학

•  캠퍼스 스토어 •  학습 지원 센터 •  자원 봉사 기회

•  학생회 •  유학생 상담 •  취업계획 수립

•  건강 클리닉 •  언어 및 문화 센터 •  취업 센터

•  IT 자가 검사 •  지적 능력상담 •  네트워킹 이벤트

•  경제적 지원 •  서류 요청 •  창업 지원



숙소 선택

1. 홈스테이 –모학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캐나다 가정과 함께 생활합니다.

2. 모학 주거시설-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의 캠퍼스  
내 주거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3. 캠퍼스 외부 거주 – 캠퍼스 인근의 다니기 편리한 
지역에 여러분에게 맞는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mohawkcollege.ca/livinginCanada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모학 학생 멘토를 신청해 보세요
유학생 멘토는 모학 재학생 중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공부한 자원 봉사자이며, 무엇을 꾸릴 지, 캐나다 현지 생활과 모학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캐나다 도착 전 유학생은 자신의 멘토 (가능하다면 같은 나라 출신)와 짝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mohawkcollege.ca/mentors에서 모학의 멘토와 만나보세요.



당신의 여정

출발 전

사전에 모학 학생 멘토와 
온라인이나 전화로 연결해서 
모학과 캐나다 해밀턴에서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항공편, 국내 여행 및 숙소 
관련 사항도 점검합니다. 

입학 허가

프로그램 지원자들 
중 합격자들에게 입학 
허가서가 보내 집니다.

입학 허가서 상의 접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학비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입학자격이 
유지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학생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캐나다 도착 후  
모학 컬리지 도착

사전협의를 통해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모학 컬리지 
직원이 마중을 나가며 또한 
차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짐 가방들을 숙소까지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

모학 컬리지를 가장 
먼저 선택해 보세요!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각 프로그램 
별 입학 요구사항들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온라인 제출 
혹은 이메일, 팩스, 우편 
및 직접 방문해  접수할  



모학에서의 생활과 학업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최신 산업 
기술의 적용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준비가 이루어 집니다. 

언어문화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결합니다.

학업 전반과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문회

여러분이 졸업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든지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과 동시에 110,000
명으로 구성된 모학 
동문회에 가입됨으로써 
언제든 각종 혜택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경력

졸업전 유급 취업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취업 전문가 및 
교수진을 만나보세요.

캐나다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모학 및 
해밀턴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및 정보를 
받아보세요.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학습 허가서를 받고 
수업료를 지불한 뒤 
온라인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학 
컬리지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모학에서 커리어를 
준비하세요
모학 졸업생들은 캐나다, 자신들의 모국, 전세계 나라들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합니다. 장래취업 목표에 

상관없이 소중한 기회들을 모학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기 초부터 깊이 있는 수업이었고 엄청난 수준의 실용 지식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교수진은 항상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rcelorMittal Dofasco사에 인사 실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당시 유학생인 
저로서는 생소했던 캐나다의 직업 현장에 대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실습을 마치면서 정식으로 채용된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학 컬리지는 나로 하여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직장 내 친근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평생 쌓아가야 할 지식, 기술, 능력 및 
경험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푸아오코노루아, 2013 년 인적 자원 관리 대학원 졸업 후 과정 ArcelorMittal 
Dofasco사 인재 관리업무 담당

모학은 캐나다, 미국 및 전세계 유수 
대학들과 학점 교환 협정을 맺었으므로 
졸업생들이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대학과목선이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mohawkcollege.ca/credittransfe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캐나다 체류를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cic.gc.c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5-16 KPI 졸업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 의 모학 학생들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L-3 웨스캠은 모학 컬리지와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맺어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코업 
취업을,  졸업생들에게는 정식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본사는 안정적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세계적 선두 업체입니다.  
우리 회사는 취업 준비를 
갖춘 고도로 숙련된 졸업생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고객봉사, 
혁신 주도, 비즈니스 성장 및 
업계 선두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많은 부분 의존하고 지원합니다. 
모학는 꾸준하게 인재들을 
제공합니다. “ 

로만 터어친, 
인력 개발부 부사장
L-3 웨스캠, 벌링턴



모학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교와 비교할 때 컬리지 진학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컬리지의 금전적 비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할 뿐 만아니라 시간과 돈 두 가지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취업으로의 연결이 잘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모학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는 꽤 높은 편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졸업 후 6 개월이내 취업률이 86 % 입니다.

대학교 컬리지

1년차 평균 학비 및 수수료1 $19,200 $12,100 2

평균 프로그램 기간 4년 2년

1년차 평균 서적/소모품 비용 $1000 $1000

캐나다 고용주가 원하는 고등교육의 수준3 16% 27%
1캐나다달러표시 유학생 기준 수업료 적용 2모학 컬리지 수업료 기준
3 http://newsroom.bmo.com/press-releases/Canadian-businesses-look-for-post-secondary-educt-tsx-bmo-201205240792844001

핵심은? 컬리지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 단계: 관심분야 발견
1. 유학생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2. 입학요건을 보고 영어를 먼저 공부 해야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3. 학비 및 비용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준비해 
두십시오.

2 단계: 지원서 패키지 준비
1. mohawkcollege.ca/IntlApplication에서 찾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2.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권 – 사진및 주소 페이지

•  학업 관련 서류 (영어만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 면제)

•  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의 번역 및 공증된 

성적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해당되는 경우)에서 번역 및 

공증된 졸업 증명서

•  공식 IELTS / TOEFL 성적 또는 캐나다 중고등학교의 12학년 영어 

성적 (해당되는 경우)

•  $100 CAD 신청비 (환불 불가)

3 단계 :지원서 패키지 제출
•  이메일 : intered@mohawkcollege.ca (모든 문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  팩스 : +1 905-575-2362

•  직접제출이나 우편 접수 시 주소:
Mohawk College
International Partnerships & Recruitment (J107)
135 Fennell Avenue West
Hamilton, Ontario  L9C 1E9
Canada 

모학 졸업생들은 캐나다, 자신들의 모국및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각각 성공적인 

직업인으로서 대학원과정을 마칩니다. 모두들 장래목표 여부와 상관없이 모학 

컬리지로부터 소중한 기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   지원서 및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완전하게 작성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를 열람하려면 Adobe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ohawkcollege.ca/IntlApplication

지원요령



세계인들이 찾는 배움터

mohawkcollege.ca / international

모학 컬리지 국제학생과 주소
Mohawk College International, J107
135 Fennell Avenue West 
Hamilton, Ontario L9C 0E5
Canada

전화: +1 905-575-2254 
팩스: +1 905-575-2362
이메일: intered@mohawkcolleg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