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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선택 !

        팬쇼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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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쇼 컬리지 - 당신의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진정한 캐네디언의 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팬쇼 컬리지는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공립 대학으로써 15,000명 이상의 

정규학생과 약 60여개국에서 온 1,000여명의 국제학생들이 

110여개의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팬쇼는 아름다운 숲의 도시라 불리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런던:    인구 46만명, 캐나다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와 함께 학생 중심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음

•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두시간 거리 

• 캠퍼스 간 편리한 버스시스템

• 국제 공항에서 5분거리

• 다문화 커뮤니티

팬쇼대학의 모든 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팬쇼에서 공부했던 것은 아주 국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취업에 중심을 맞춘 수업을 통해서 구직준비를 한 덕분에 

졸업 후 캐나다 금융 업계에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로 이민을 했습니다. 

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팬쇼대학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Harpreet Gill (India)

Busines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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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
단기수료 과정, 전문학사 과정, 응용학사 과정

팬쇼 컬리지는 

110여개의 다양한 학위, 학사 과정을 제공합니다.

• 1년 수료과정

• 2~3년 디플로마 과정

• 4년제 응용학사 과정

• 캐나다, 호주, 미국대학의 편입 과정

성공으로의 지름길

• Applied Sciences 응용과학

• Art & Design 예술&디자인

• Building Technology 건축 기술

• Business & Management 경영

• Computers & 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 정보 기술

• Contemporary Media 현대 미디어

• Electrical/Electronics 전기 전자

• Health Sciences 보건학

• Human Services 복지

• Manufacturing Sciences 제조 과학 

• Tourism & Hospitality 호텔 관광

• Transportation & Motive Power 자동차 정비

준석사 과정 등록으로 1년동안 직업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의 프로그램중에서 선택

해보세요. 각각의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요구

되는 커리어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fanshawec.ca/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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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팬쇼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선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할 것들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고 

     다양한 장비와 자료들을 통한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학위를 받기위해 

  대학교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배운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Samuel Catrain (Dominican Republic)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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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으로의 지름길
디플로마에서 학위 과정으로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학위 취득을 원하세요? 

팬쇼 컬리지는 100여개의 대학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에서 팬쇼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 2 = 대학교 학위

팬쇼2년, 연계 대학교 2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세요.

• 간호학 학위

• 미디어 이론 및 제작

• 회계학

• 호텔 매니지먼트

• 식음료 매니지먼트

팬쇼의 학위과정

• 응용기술 학위 : 생명공학

• 응용 인문학 학위 : 도시 개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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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의 통로 : ESL

팬쇼 컬리지의 ESL의 5단계를 80%이상의 성적으로 수료하면 

다음의 대학들을 TOEFL 또는 IELTS 성적없이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Western)

• Brescia University College

• Huron University College

• King’s University College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세요?

팬쇼 컬리지의 ESL과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화된 선생님과 최신식 교육 시스템,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환경에서 공부하세요.

질높은 교육과정,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캐나다의 영어를 즐겨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fanshawec.ca/university.

                            제 목표는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팬쇼에서 

                       8개월 동안 ESL을 했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네디언 룸메이트와 

아파트를 쉐어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SL 수업 중에 문법이 가장 어려웠지만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1학년이며 비즈니스 계열의 

금융학 학위를 목표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쇼컬리지에 감사드립니다.

Zhengchong (Michael) Gu (China)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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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팬쇼가 그 문을 열어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고 그걸 팬쇼대학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디자인회사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며 고객들의 

   생각들이 온라인에서 잘 표현되게 도와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웹사이트 작업부터 아이폰 앱을 만들고 큰 온라인 마켓을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걸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Yulia Kovaleva (Russia)

Multi Media Design and Production



FC_intlBrochure2011_KOR_temp.indd   9 11-10-12   7:50 PM

교외 취업 

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중에 학교 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산학 협동 프로그램

팬쇼 컬리지는 공부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 대학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팬쇼 컬리지는 40개 이상의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학생과 

국제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공부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팬쇼 컬리지의 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세요.

졸업후 취업

팬쇼 컬리지 졸업생들은 졸업 후 최대 3년동안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10만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팬쇼 컬리지의 졸업생들은 졸업후 6개월안에 

92% 이상의 취업률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팬쇼 컬리지에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www.fanshawec.ca/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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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기숙사

3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학생 기숙사는 

4인 1unit, 각 unit당 독립된 4개의 침실과 거실, 

부엌, 2개의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방에는 가구완비및 인터넷과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라운지가 있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를 하거나 티비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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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공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서비스 & 시설

• 캠퍼스 내의 기숙사(1,600룸)

• 홈스테이 서비스

• 학생 성공을 위한 상담원

• 학교 교과 상담원

• 학생 개인교습

• 24시간 컴퓨터 실습실

• 헬스케어 & 피트니스

• 약국

• 서점 및 컴퓨터 샵

국제 학생 상담원들과 진로 상담원들은 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호스트 프로그램은 재학중인 캐나다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1 Unit : 4개의 개인 침실 (A-D), 

           2개의 욕실 (E-F), 거실 (G), 부엌 (H)

홈스테이 - 캐나다 가족과의 생활

학생들은 캐네디언 가정에서 캐네디언 문화를 직접 경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족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울 것 입니다. 

on-campus residents

팬쇼는 저에게 최고의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그들과 생활하며 케내디언 문화와 삶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가족들은 여러 방면에서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연습하는 것과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도전 할 때마다 많은 

    격려를 주웠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캠퍼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쇼핑도 즐기고 함께 가족 식사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댄스 수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팬쇼에서의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Minji Lim (Korea)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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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E2025, 1001 Fanshawe College Boule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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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비스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