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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Saskatchewan 
Polytechnic인가요?
기술 교육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Sask Polytech로 오시면 모든 경제 분야 내 65개 이상의 학위, 수료증, 증명서 및 
대학원 인증서 프로그램 중 본인이 원하는 학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skatchewan Polytechnic은 산업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인 프로그램 편성으로 세계적인 평판과 꾸준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의 약 3
분의 2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과 현장 
실습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산업 
연계

93%*의 고용주가 
Saskatchewan 

Polytechnic 
졸업생을  
한 번 더  

고용합니다.

65개 이상의 
프로그램 

Saskatchewan 
Polytechnic
은 유학생에게 
학위, 수료증, 

증명서 및 대학원 
인증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정 프로그램들은 
2개의 1년 과정을 
결합한 번들 (또는 

프로그램 패키지)로 
제공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2년의 
과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Sask Polytech 
학생들이 PGWP (
졸업 후 취업 비자)
를 취득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원 
시, 온라인 지원서 

하나로 두 개의 
프로그램 신청 및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졸업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94%**

의 취업률을 
보여줍니다.

응용 연구의 
강점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오늘날의 과제에 
대한 실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응용 
연구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산업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Saskpolytech.
ca/research 
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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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Quick Facts  
(saskpolytech.ca)

**출처: Quick Facts  
(saskpolytec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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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스토리

“저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출신 Trinh 
장애인 복지사 프로그램 
졸업생이자 요양 보호사 프로그램 
학생

“훌륭한 교수님들과 친절한 모든 
분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듣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멕시코 출신 Iktan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기술 학위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이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교수님들이 
학생들마다 개별로 지도해 
주셔서 학습 환경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Shyla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영 학위 
프로그램 학생

“저는 컴퓨터 산업에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Arun 
사이버 보안 졸업생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자 현(現)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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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katchewan에서의 생활
생활비: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평균 생활비(수업료와 학습 자료비 제외)
는 매달 약 $1,500~$2,200입니다. 

대략적인 월 지출 비용:편의 시설: 저희 캠퍼스가 자리 잡은 모든 도시는 마트, 
쇼핑몰, 공공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및 예술 복합 단지, 
공원 및 건강 관리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Saskatchewa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www.tourismsaskatchewan.com

특성: Saskatchewan 은 캐나다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주입니다. 
대기질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양호하거나 우수합니다.

의료 보험: 유학생은 도착 즉시 
Saskatchewan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을 받으려면 
Saskatchewan Health Card를 
등록해야 합니다.  
ehealthsask.ca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편의 시설,  
유틸리티, 음식: 

$1,100~$1,400

지역 교통편: 
$45~$75

기타: 
$310

평균 통학 시간: 20분

왜 Saskatchewan인가요?
Saskatchewan의 
실업률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습니다(2022년 4
월 기준 5%).

이 주(州)에서는 지난 10
년 동안 기록적인 인구, 
고용, 투자 및 수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Saskatchewan 의 
2020~2030 성장 계획: 
성장하는 주, 그리고 
100,000개 이상의 직업 
창출로 경제 강성.  
(출처: saskatchewan.ca)

4          2023~2024년도 유학생 모집 요강 한눈에 보기 

https://www.tourismsaskatchewan.com/
https://www.ehealthsask.ca/
https://www.saskatchewan.ca/government/budget-planning-and-reporting/plan-for-growth


리자이나 캠퍼스
• 3,000명 이상의 학생
• 42,600m2

• 2개의 캠퍼스 위치

프린스 앨버트 캠퍼스
• 1,700명 이상의 학생
• 24,600m2

• 2개의 캠퍼스 위치

무스조 캠퍼스
• 2,600명 이상의 학생
• 34,700m2

• 1개의 캠퍼스 위치

캠퍼스

새스커툰리자이나프린스 앨버트무스조

Moose Jaw

Saskatoon

Regina

Prince Albert

Vancouver

Toronto

Montreal~100km

캐나다 지도

새스커툰 캠퍼스
• 5,500명 이상의 학생
• 87,800m2

• 11개의 캠퍼스  
위치

서스캐처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리자이나는 주도(州都)입니다 

(인구 228,900명).
• 새스커툰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 273,000명).
• 서스캐처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

계절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으며 3분의 

1은 농지, 8분의 1은 담수입니다.
• 서스캐처원에는 캐나다로 이민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캐나다에서 가장 
매력적인 영주권 법이 있습니다.  
서스캐처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 SINP) 
을 확인하세요.

Saskatchewan Polytechnic          5

https://www.saskatoon.ca/
https://www.regina.ca/
https://www.citypa.ca/en/index.aspx
https://moosejaw.ca/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live-in-saskatchewan/by-immigrating/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live-in-saskatchewan/by-immigrating/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live-in-saskatchewan/by-immigrating/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


 선택형 현장 실습 학기를 나타냄
 의무형 현장 실습 학기를 나타냄

경영학부
증명서
사무 행정
수료증
비즈니스 회계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인적 자원 관리 
비즈니스 보험 
비즈니스 경영 
비즈니스 마케팅 
학위
응용 경영 학사
대학원 인증서
비즈니스 회계
비즈니스 경영
기업가정신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관리

JOSEPH A. REMAI  
건설학부

학위
건설 관리 학사 

호텔 관광 학부
증명서
병원 및 요양원 조리사
소매 식육 전문가 
수료증
요리 학과
식품 및 영양 관리
호텔 및 레스토랑 경영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영
대학원 인증서
호텔 관광 경영 

사회 복지 및 커뮤니티 안전 학부
증명서
장애인 복지사
교육 보조사
산업 안전 보건
청소년 복지사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목록

수료증
유아 교육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학부
증명서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자
수료증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기술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기술
문헌 정보 기술
미디어 제작
대학원 인증서
인공 지능 및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및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 경영

광산, 에너지 및 제조 학부
증명서
철골 제작자-용접사
산업 역학
기계 제작 기술자
전력 공학 기술자
용접
수료증
화학 공학
컴퓨터 공학 기술 
설계 및 제조 공학 기술
전기 공학 기술 
전자 시스템 공학 기술
공학 설계 및 도면 기술 
혁신 제조
계측 공학 기술 
기계 공학 기술
광산 공학 기술
전력 공학 기술

다음 입학 가능한 
학기, 캠퍼스 및 기타 
세부 정보는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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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Office-Administr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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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achelor-of-Applied-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Accountanc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Management-Post-Grad-Certificate.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ntrepreneurship.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Financial-Services-PGC.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roject-Management-PGC.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Supply-Chain-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construction/index.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construction/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achelor-of-Construction-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hospitality-and-tourism/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Health-Care-Cook.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Retail-Meat-Specialis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rofessional-Cooking.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ulinary-Art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Food-and-Nutrition-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Hotel-and-Restaurant-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Recreation-and-Tourism-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Hospitality-and-Tourism-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human-services-and-community-safety/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Disability-Support-Worker.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ducational-Assista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Occupational-Health-and-Safet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Youth-Care-Worker-Certificate.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arly-Childhood-Education-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mputer-Networking-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usiness-Information-System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mputer-Automated-Systems-Technician-Diploma.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mputer-Systems-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Graphic-Communication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Interactive-Design-and-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Library-and-Information-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Media-Productio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Artificial-Intelligence-and-Data-Analytic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loud-Computing-and-Blockchai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yber-Securit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Software-Developer.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Technology-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mining-energy-and-manufacturing/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Fabricator-Welder.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Industrial-Mechanic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Machinis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ower-Engineering-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Welding.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hemical-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mputer-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Design-and-Manufacturing-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lectrical-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lectronic-Systems-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ngineering-Design-and-Draft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Innovative-Manufacturing.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Instrumentation-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Mechanical-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Mining-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ower-Engineering-Technology.aspx


학생 지원
저희 학생 지원 센터는 입학원서 접수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각 캠퍼스의 학업 전문 

상담사: saskpolytech.ca/contact-an-ISA
• 학생 지원 서비스(건강 및 복지, 편의 시설 접근성,  

학습 서비스, 취업 등):  
saskpolytech.ca/stuservices 

• 유학생 가이드:  
saskpolytech.ca/internationalstudentguide 

• 어학 (EAP 패스웨이) 프로그램: saskpolytech.ca/eap 
• 국제 현장 실습 코디네이터, 현장 실습 유급 인턴십: 

saskpolytech.ca/co-op 
• 취업 서비스: saskpolytech.ca/ses 
• 의료 및 치과 보험: 모든 학생은 주정부 의료 보험 

외에도 Saskatchewan Polytechnic 학생회 의료 
및 치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이 의료비와 치과 비용(눈 관리, 치과 치료 
및 처방약 포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ystudentplan.ca/saskpolytech/en/home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천연자원 및 건조 환경 학부
증명서
지리 정보 과학
수료증
농업 및 식품 생산 
생명 과학 기술
토목  공학 기술 

(토목과 옵션 또는 수자원 옵션)  
환경 공학 기술 
통합 자원 관리
자원 및 환경법

간호학부
증명서
요양 보호사
수료증
실용 간호
학위
Sa skatchewan 주 협력 간호학 학사 
   (University of Regina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교통학부
증명서
농기구 기술자
자동차 차체 기술자
자동차 정비 기술자
중장비, 트럭 및 운송 기술자
부품 관리 기술자
수료증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

오늘

온라인 지원서 작성 Sask Polytech 
ID 받기

입학 허가서 받기  

허가증, 비자 또는 기타 필요한
 문서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등록 예치금 지불 캐나다로 이동 등록금 잔금 지불  

�~�일 약 ��일  ��일 이내 수업 시작 전 �~�주  수업 시작

준비되셨습니까? 
지원 방법 및 예상 결과.

$ $

모든 입학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saskpolytech.ca/international/
apply 에서 “apply now” 링크를 
클릭하여 국제 학생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세요.

하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saskpolytech.ca/international/
application-guide
전형료 = $150

준비되셨습니까?
지원 방법 및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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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international-current-student-form.aspx?utm_source=short-url
https://saskpolytech.ca/student-services/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guide.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english-for-academic-purpose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co-operative-education/?utm_source=Short&utm_medium=URL&utm_campaign=co-op
https://saskpolytech.ca/student-services/support/employment-services.aspx?utm_source=shortURL&utm_medium=link&utm_campaign=SES
https://www.mystudentplan.ca/saskpolytech/en/home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natural-resources-and-built-environment/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Geographic-Information-Science.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Agriculture-and-Food-Productio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BioScience-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ivil-Engineering-Technologie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ivil-Engineering-Technologies.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Environmental-Engineering-Technology.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Integrated-Resource-Manageme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Resource-and-Environmental-Law.aspx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nursing/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ntinuing-Care-Assistan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ractical-Nursing.aspx
https://www.sasknursingdegree.ca/
https://www.sasknursingdegree.ca/
https://saskpolytech.ca/about/school-of-transportation/index.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Agricultural-Equipment-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Auto-Body-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Automotive-Service-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Heavy-Equipment-and-Truck-and-Transport-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Parts-Management-Technician.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programs/Commercial-Pilot.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apply-now.aspx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apply-now.aspx
https://saskpolytech.ca/international/application-guide
https://saskpolytech.ca/international/application-guide


saskpolytech.ca/international 

+1-306-659-6906 

1-866-467-4278 
international@saskpolytech.ca 

SaskPolytechInternational

saskpolytech_intl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BDI-22-002

WeChat saskpolytech.ca/
international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
mailto:international%40saskpolytech.ca?subject=
https://www.facebook.com/SaskPolytechInternational
https://www.instagram.com/saskpolytech_intl/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