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학생 가이드

위니펙대학교
위니펙, 마니토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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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트래블은  
위니펙을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위니펙은 캐나다에서 7번째 규모의 대도시이며,  
81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 경관 
마니토바는 아름다운 해변,  
아름다운 풍경, 인상적인  
야생 생물의 고향입니다.

다양하고 활기찬 캠퍼스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활기 넘치는 캠퍼스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어우러진 현대적 시설과  

함께 쇼핑몰과 다양한 예술 및 문화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50개 이상의 전공 분야에 
400개 이상의 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400+ 다문화 – 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VANCOUVER
WINNIPEG

TORONTO

맑은 날
연중 316일이 맑은 날이며,  
캐나다에서 맑은 날이 많은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학부 과정
uwinnipeg.ca/programs

인문학부

고전
분쟁 해결 연구
형법
발달 연구
장애학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영어
독일-캐나다 연구
역사
예술사
인권
원주민 연구
학제간 언어학
국제 개발 연구
메노파 연구
현대 언어 및 문학
철학
정치 과학
심리학
종교 및 문화
수사학, 작문 및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연극 및 영화
도시 및 도심학
여성학 및 젠더 연구

경영경제학부

경영학
전공 분야:
 -회계
 -산악협동 기업
 -인적 자원
 -국제 경영
 -마케팅
경제학
경제 및 금융

굽타 신체운동학 및 응용보건학 
(GUPTA)

운동요법
신체운동학(일반)
체육 및 건강 교육

과학학부

인류학
응용 컴퓨터 과학
생물인류학
생화학
생물학
화학
환경 연구 및 환경 과학
지리학
수학
신경 과학
물리학
통계학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3년 및  
4년제 학사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제 학위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심 
분야인 취업을 위한 과정이며, 4년제 학사 
과정은 대학원 진학으로 연결되는 상급 
학위 진학 과정입니다.

The Collegiate (더 컬리짓)
collegiate.uwinnipeg.ca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The Collegiate(더 
컬리짓)은 대학 캠퍼스에서 9, 
10, 11, 12 학년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UWinnipeg의 1학년 입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대학원 과정
uwinnipeg.ca/grad-studies

대학원 과정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수의 
프로그램은 학제 간 접근 
방식이며, 학생들을 소규모 
그룹 단위로 가르치고 다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중요시합니다.

전문직, 응용 및 평생 교육 
(PACE)
pace.uwinnipegcourses.ca

PACE는 역동적이고 유연성 
있는 옵션이며 전일제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및 
프로그램, 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운영되는 대학 
외부 프로그램, 대학 학위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기회

영어 집중 프로그램 (ELP)
uwinnipeg.ca/elp

학부 과정 진학을 위한 영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 및 능력 
강화(Academic/Pathway 
English Program)를 위한 
ELP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최고 
레벨을 달성하여 UWinnipeg 
학위 과정을 위한 6학점을 
취득하십시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
uwinnipeg.ca/campus-living

캠퍼스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대학 생활에서 캐나다 및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평생의 우정을 쌓게 되며 교정 및 도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 지원 센터
uwinnipeg.ca/student/intl

국제입학팀
향후 지속될 다양한 서비스.  
재미있는 행사. 워크숍 등을 지원합니다.

공항 픽업
공항 픽업과 기숙사로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상담
상담 전문가가 학업 계획 수립 및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멘토 프로그램
UWinnipeg 재학생들과 만나 캠퍼스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로 서비스
재학 중 및 졸업 후에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용 또는 2인용 기숙사  
룸 이용 가능

› 현대적인 편의 시설

› 전용 화장실

› 공용 라운지, 학습 공간,  
세탁 시설 구비

› 교내 식당 이용권 구매 가능

1학년생 우선권

기숙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한 학기만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5개국에서 온 1250명  
이상의 유학생

기숙사 생활은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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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장학금
uwinnipeg.ca/intl-awards

세계의 리더를 위한 대통령 장학금
UWinnipeg의 모든 과정에 입학하는 국제 유학생(미국 국적 학생 포함)
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후보자는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입학 평균 점수의 최소 80% 또는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며 신규 
입학생이어야 합니다. 장학금은 다음의 각 지역 출신 학생 두 명에게 
수여됩니다.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와 중동 

수여 금액: $5,000 

국제 바칼로레아 입학 장학금 
학생들은 4,000자 이내 소논문과 지식 이론 과정을 포함해 총 30학점 이상의 
이수를 증빙하는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며, 3개의 상급 과정 및 3개의 중급 
과정에서 4점 미만이 없어야 합니다. 

수여 금액: $2,250 

대학과정 선이수 프로그램(Advanced Placement Program) 입학 장학금 
국가 AP 자격증으로 위니펙 대학교(UWinnipeg)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수여되며, 5회의 최종 시험에서 평균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여 금액: $2,250

기타 혜택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동 프로그램, 학업과 일 병행 
프로그램, 캠퍼스 내외의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졸업 후
UWinnipeg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마니토바주 추천 프로그램은 졸업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immigratemanitoba.com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취업 또는 학업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입학팀 이메일  
iirss@uwinnipeg.ca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업료 및 기타 비용
uwinnipeg.ca/intl-fees

한 학년도의 주거 선택 사항 및 비용 
(9월~4월)

McFeetors Hall(맥피터스 홀) 
가구가 비치된 있는 1인용 기숙사 룸 
(식당 이용권 포함)

$9,140

Balmoral Houses (발모랄 하우스) 
가구가 비치된 1인용 기숙사 룸

$4,955

Homestay

가을과 겨울학기  
가을 학기

$6,340 
$3,340

한 학년도의 예상 수업료 및 비용 
(9월~4월)

지원 비용(환불 불가) $120

수업료 – 5개 과정 
(학부에 관계없이 30학점)

$14,700–$18,600

일반 비용, 책, 학용품 $1,900–$2,100

UWSA 대중 교통 U-패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270

건강 보험(365일) $1,345

합계 $18,335–$22,435

참고:
1. 위 금액은 한 학년도 과정에 대한 예상 비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정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2. 가을/겨울 학기 과정의 최대 학점은 6학점 5개 과정 또는 30학점입니다.
3. 건강 보험은 기본 건강 및 추가 건강 보장 범위를 포함합니다.
4. 홈스테이 정보 및 가격은 uwinnipeg.ca/homestay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uwinnipeg.ca/apply

01.
입학 요건 검토

국가별 입학 요건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uwinnipeg.ca/intl-req

영어 면제 국가의 유학생이  
아닌 경우 아래 페이지에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uwinnipeg.ca/language-req

예:

TOEFL: 86점 이상, 각 항목별 최소  
20점 이상(인터넷 시험)

IELTS: 학업 모듈 최소 점수 6.5

02.
온라인 지원 
uwinnipeg.ca/intl-apply

먼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 
계정을 만듭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입학처와의 연락을 위한 
학생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03.
지원 비용 지불

은행 이체, 신용카드, 페이팔(Paypal), 
플라이와이어(Flywire) 계정에서 지원 
비용 $120를 지불합니다.

04.
필수 서류 제출

신청 후에는 공식 성적증명서, 영어 레벨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가 포함된 공식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영어 서류가 아닌 경우 번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uwinnipeg.ca/already-applied

페이지에서 필수 서류 제출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 시험 성적서는 해당 발행 기관에서 
직접 발송해야 합니다. IELTS 등의 인증 
시험은 성적 결과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합니다.

Office of Admissions 
515 Portage Avenue 
Winnipeg, Manitoba, Canada 
R3B 2E9

*제출 서류는 접수 또는 집 주소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05.
자격 심사 확인

입학처에서는 지원자에게 Webadvisor
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하며, 지원자는 본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자격 심사 과정과 누락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접수한 후 
2~4 주 후에 지원 서류의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신청 마감일

가을 학기: 6월 1일 
겨울 학기: 10월 1일 
봄 학기: 3월 1일

515 Portage Avenue
Winnipeg, Manitoba, Canada
R3B 2E9

+1.204.786.9844
+1.204.779.3443
welcome@uwinnipeg.ca

uwinnipeg.ca/study

신청을 하신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입학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204.786.9159  
intladmissions@uwinnipeg.ca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