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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대학교 패스웨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국제학생들이 본교의 1학년 정규과목을 이수하면서  본교의 
입학 조건에 상응하는 영어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학 1학년 특별 
과정입니다.

세부 사항 

• 전일제, 12개월 과정 

• 두 갈래의 전공계열: 캐나다진로계열  (경영학 예비 과정 포함) 
혹은 이공학계열 

• 1학년 7개 과목 이수 (총 12학점 중): 10.5점 취득 (1과목=1.5학점) 

• 본교 교육과정 및 교수진으로 구성

• 랩실 운영 및 튜토리얼을 통한 학업 지원

• 소규모 수업 운영

• 특별 워크샵 운영 

본 프로그램은 본교 English Language Centre (ELC)가 사회과학대학 및  

이공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빅토리아대학교 한 눈에 훑어보기 

22,020 
STUDEN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NSISTENTLY 
RANKED IN THE

TOP 3
CANADIAN 

COMPREHENSIVE 
UNIVERSITIES

Located in Victoria,
SUNNIEST 

MAJOR CITY 
IN BRITISH COLUMBIA 

THE UVIC EDGE
Benefit from UVic’s unique 

combination of hands-on learning, 
opportunities to make a difference, 
and a great learning environment.

#1
CANADIAN COMPREHENSIVE 
UNIVERSITY FOR PREPARING 

CAREER-READY STUDENTS 
(2019 Times Higher Education Global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

English Language Centre 한 눈에 훑어보기

WINNER
LANGUAGE SCHOOL 

OF THE YEAR 
(ISTUDY GUIDE 2019-20)

A LEADER 
IN INTERNATIONA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T UVIC FOR OVER 

50 YEARS

TESOL-TRAINED 
INSTRUCTORS

WITH INTERNATIONAL TEACHING 
EXPERIENCE GUARANTEED

CENTRAL 
LOCATION

ON UVIC’S 
BEAUTIFUL CAMPUS

STUDENTS FROM +25 COUNTRIES 
ATTEND ONLINE AND ON-CAMPUS PROGRAMS EACH YEAR



진로계발기회
실무 지식과 의사소통기술은 전공과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서건 여러분의 취업률을 

높여줍니다. 유빅 구스타브슨 경영대학과 인문대학에서는 여러분의 학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래 과정을 제공합니다.

 • The Business Minor Program uvic.ca/gustavson/undergraduate/minor

 • The Master of Management (a graduate degree) uvic.ca/gustavson/gill/mm

 • The Professional Communication Program (a minor degree) 
uvic.ca/professionalcommunication

유빅 실무실습교육 (CO-OP) 
본교에서는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co-operative education)인  코업(co-op)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적성에 맞고 학생신분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코업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산업현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의 실용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MAJORITY
OF UVIC CO-OP STUDENTS 
RECEIVED A JOB OFFER BY 

THE TIME THEY GRADUATE.

CO-OP GIVES YOU 
A HUGE HEAD START!

OVER 1,280 
EMPLOYERS

FROM AROUND THE WORLD HIRE 
UVIC STUDENTS INCLUDING: 

TESLA, GOOGLE, FACEBOOK, BC 
TRANSIT AND THE BC CANCER AGENCY

취업정보 서비스

본교는 국제 학생들이 구직 및 관련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업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등록하여 코업홈페이지에서 국제학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uvic.ca/coopandcareer/workincanada 

HENRIKA LIM

The Philippines | Commerce

“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had 
zero work experience coming to Canada 
five years ago, I wouldn’t have attained 
this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co-op 
program where I discovered various career 
paths, gained relevant work experience, 
and learned about the professional 
environment in North America.”

http://uvic.ca/gustavson/undergraduate/minor
http://uvic.ca/gustavson/gill/mm
https://www.uvic.ca/humanities/english/professionalcommunication/
http://uvic.ca/coopandcareer/workincanada


XIAOYI LI 

China | Social Sciences

“I choose to study at UVic since it has 
both the co-op program and the 
pathway program, which provide 
me a time-saving chance to study 
effectively in Canada.”

여러분 앞에 다가올 성공에 

유빅 패스웨이가 함께 합니다. 
유빅 패스웨이는 학위과정과 고급학문영어수업을 통합편성한 대학1학년 
특별과정입니다. 도전과 지원이 함께하는 대학에서의 1학년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본교 학위과정의 성공적인 수학을 위해 유빅 패스웨이가 여러분을 
바른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Pathway 
Program
(Year 1) 

UVic degree program (Years 2-4) Graduate 

Pathway 
Program
(Year 1) 

UVic degree program (Years 2-4) 
+ Co-op

Graduate

Pathway 
Program
(Year 1)

UVic degree program (Years 2-4) 
+ Co-op
+ Professional Communication Minor

Graduate

Pathway 
Program
(Year 1)

UVic degree program (Years 2-4) 
+ Co-op 
+ Business Minor

Graduate
Master of 
Business 

Management

**공과대학은 의무과정인 실무실습교육을 포함하여 5년 과정임

대학내 다양한 편의 시설 및 혜택
패스웨이 학생은 아래와 같은 본교의 모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수준의 체육관 시설 (CARSA) 및 30개이상의 스포츠 클럽

• 200개의 동아리 및 40개의 학생회 

• 대학도서관, 국제학생학습센터 (International Commons) 및 컴퓨터실

• 학생웰니스센터 (Student Wellness Centre)

• 학문교류센터 

• 수학 및 통계학 튜터링 센터 



유빅패스웨이 선택계열
패스웨이 계열 캐나다 진로 이공학

해당학생

사회과학계열의 학과를 

수학하면서 졸업 후 취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의 특정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1학년 

필수과정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 

수강과목*
캐나다학, 경제학, 영어, 수학, 

사회과학

캐나다학, 영어, 수학, 물리

학위구분

인문 혹은 사회과학계열 

학사 과정 7개 학과: 인류학, 

경제학, 환경학, 지리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UVic Gustavson  경영대학 

경영학과

자연과학계열 학사과정 9개 학과: 

천문학, 생화학, 생물학, 화학, 

지구해양학, 수학, 미생물학, 

물리학, 통계학 

공학계열 학사과정 7개 학과: 

컴퓨터과학, 생의학/토목/컴퓨터/

전기/기계/소프트웨어 공학

*본 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패스웨이 프로그램 학사일정 예시표 

학기 기간 유빅학위과정 영어과정

겨울학기

2022년  

9월-12월
학위과정 1, 1.5 학점

학문영어

(ELPI 490)

2023년  

1월-4월
학위과정2, 1.5 학점

학문영어

(ELPI 570)

여름학기

2023년  

4월-5월

학위과정3

(캐나다학), 1.5학점
대학입학준비영어(UAP)

2023년  

5월-6월

학위과정4, 1.5학점

학위과정5, 1.5학점
영어개별지도

2023년  

7월-8월

학위과정6, 1.5학점

학위과정7, 1.5학점
영어개별지도

*유빅은 수료 과목에 대해 단위학점을 부여함.  학기당 한 과목은 일반적으로 1.5 단위학점임 .

패스웨이 프로그램 수료 
겨울 및 여름학기를 모두 수료할 경우,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10.5학점 이수하게 
됩니다. 유빅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UAP 및 캐나다학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90% 
OF PATHWAY STUDENTS 
PASSED UVIC’S ENGLISH 

REQUIREMENT 
DURING THE PROGRAM

4.6
AVERAGE GPA 

IN THE PATHWAY 
ACADEMIC SESSIONS

평균 점수는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함



입학 조건

언어 능력 :

• CAEL 50점, 각 영역 40점 이상 

• IELTS 5.5점, 각 영역 5.0점 이상 

• TOEFL 71점, 각 영역 15점 이상

• ELPI 프로그램 410 레벨 통과 

• ELC English Proficiency시험 결과: B1 

지원 자격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성적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uvic.ca/admission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비용
• 수업료: 캐나다 달러 기준 36,405불 

( 포함 경비: 모든 정규과목 및 영어과목, 영어개별지도, 체육시설회원권, 
실비보험 및 치과 보험, 연간 버스승차권) 

• 전형료: 캐나다 달러 기준 325불 (우편물 배달비 포함)

• 계약금: 캐나다 달러 기준 1,000불 (수업료의 일부이며 추가 비용이 아님) 

추가 경비

• 교재 및 교구: 캐나다 달러 기준 약 1,800불 

• 홈스테이(식사제공): 캐나다 달러 기준 월 1,050불

• 본교 기숙사비(식비포함): 캐나다 달러 기준 5,914불(선택사항이며 2021-22  
 학년도 기준 4개월 비용임)

패스웨이 프로그램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uvic.ca/pathways
신청기한: 4월 30일

전형료와 

계약금 지불

접수 상황 확인은 

아래 주소 참고

uvic.ca/application

고등학교 

성적표 원본과 

공인영어시험 

결과 원본 송부

문의 사항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uvic.ca/elc)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elcinfo@uvic.ca  |  1-250-721-8469

https://www.uvic.ca/undergraduate/
http://uvic.ca/pathways
http://uvic.ca/application
mailto:elcinfo%40uvic.ca?subject=
tel://12507218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