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크 대학교
토론토, 캐나다

국제 학생 학부모를 위한 팩트 시트
요크 대학은 전 세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으며 현재 
6,000여 명의 국제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요크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요크 대학은 전 세계 명문 대학과 280여 개의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 요크 대학은 캐나다 내 대학 순위 4위에 올라 
있으며, 타임지에서 선정한 사회 과학, 인문학의 대학 
순위에서는 전 세계 대학 10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 요크 대학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우주 공학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 대학으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및 CNN 익스팬션에 따르면 
요크 대학의 슐리히 MBA 스쿨(Schulich School of 
Business)은 캐나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어스구드 홀 법대는 캐나다 상위 법대로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종합 
경영대 캠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교수진을 보유한 분야 중 하나인 
교양 과목 및 전공 과목은 사회 과학과 인문학 및 관련 
전공 분야에 가장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온타리오 주 남부에 위치한 글렌든 캠퍼스는 불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최고 수준의 캠퍼스이자 2중 
언어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요크 대학은 여타 대학에 비해 다양한 시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춘 최고의 교육 기관입니다. 
요크 대학의 학위를 가진 졸업생들은 탄탄한 기초 이론에 
더해 현장 경험을 조화롭게 제공하는 요크 대학의 교육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제 
길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센터로서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요크 
대학은 국내외의 사회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요크 대학의 11
명의 교수진과 28개의 연구 센터가 전 세계 280개의 명문 
대학교와 협력하여 보다 넓은 사고와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크 대학은 현재 55,000명의 학생, 7,000명의 
교수진과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   요크는 2015~2016년 국제 학생 보조금으로 7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요크는 국제 학생에게 100달러~ 14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futurestudents.yorku.ca/scholarships)

•  6개월 이상의 정규 국제 학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국제 
학생의 경우, 학기 중 캠퍼스 내 또는 외부에서 주당 20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cic.gc.ca)

요크 동문 찾기
170여 개 국가에서 6,000명이 넘는 국제 학생들이 

요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 다니고,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 냈습니까? 

요크와의 동문을 국가별로 찾아보십시오.(웹사이트:

futurestudents.yorku.ca/intl

futurestudents.yorku.ca/intl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요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십시오. 

2016-2017 
국제 학생 
등록금 & 비용
주요 비전공 프로그램 (5개 과정)
에 대한 풀 타임 수업료 + 필수 
보충 수업료: $22,417 (슐리히 
MBA 스쿨 수업료 - $26,782, 
엔지니어링 수업료 - $30,787) 

교과서 및 보충 자료 (예상 
비용): 프로그램에 따라 
$1,000-$1,500로 상이*

기숙사 (기숙사형 2인실): $5365

식사비 (기숙사 생활 시 의무): 
$2750, $3,275, $3,800 또는 $4,325*

기타 개인 비용 (오락, 식료품 및 교
통비 등 - 예상 비용): $2,200

의료비: $853 (UHIP + 요크 연방 학
생 기관(York Federation of Stu-
dents) 또는 글렌든 플랜(Glendon 
Plan)) (웹사이트: 
international.yorku.ca/intlstud/health) 

총 비용: $36,651(슐리츠 MBA 스
쿨 - $41,061, 엔지니어링 - $45,021)
*총 비용에는 최대 예상 비용이 적용됨.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2016-2017년 학사 학위를 위한 
정규 학생에 한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은 기존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sfs.yorku.ca/fees 로 방문하십시오.

세계적인 요크
요크 대학의 영어 교육 기관(YUELI)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보십시오. 국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중앙 캠퍼스 
사무소와 요크 인터내셔널(York International) (YI)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요크 인터내셔널은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정보 습득 
과정 및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고, 다문화에 연결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웹사이트: 
yorkinternational.yorku.ca)

국제 학위: 요크 대학은 국제 문학 학위(iBA), 국제 이학 학위
(iBSc), 국제 경영학 학위(iBA)를 마련하고 있으며 요크 
대학에서 제공하는 22개 언어 가운데 한 개 언어의 능력과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futurestudents.yorku.ca/programs)

요크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여름 해외 프로그램 
및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학점은 일부 국내 대학교 
인정됩니다. 요크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과 
지식을 활용해 해외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international.yorku.ca/students/abroad) 

주요 지원 마감일
모든 프로그램은 9월 한달 동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월 및 5월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면, 
futurestudents.yorku.ca/requirements/deadlines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요크 대학 연락처

지금 신청하세요
futurestudents.yorku.ca

중앙 아시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제시카 모건 jamorgan@yorku.ca 

국제 학부생 입학 담당자

입학 관련 문의처 전화: 416-736-5825 
팩스:  416-736-5536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 일본 

칼 작스 csachs01@yorku.ca 

국제 학부생 입학 담당자

기타 문의 사항 

국제 학생 입학 담당자, 
intlenq@yorku.ca

아프리카, 아메리카, 카리브 & 홍콩 

에미 모리타 emorita@yorku.ca 

국제 학부생 입학 담당자

international.yorku.ca/intlstud/health
futurestudents.yorku.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