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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경영관리학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의 경영학부에서 국내 및 유
학생 ESL 학생들을 위한 고품질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2개월간이며, 여
러 기초적인 경영 과목들 즉, 회계, 관리, 경제 및 BCIT의 언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영어 공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팀에서 일하는 법, 비평적 사고, 발표 기술 등과 
같은 실제적인 작업현장 및 학습 기술을 배울 것이며,프로그램의 끝에, 학생들은 준 수료
증을 받으며, BCIT의 대부분의 경영학 디플로마 과정의 2단계(level 2)에 입학할 수 있습니
다. 
 

BCIT에 대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은 학생들이 세계 어디서든지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응

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고의 학문적 교육을 제공합니

다. BCIT는 캐나다의 최 정상급 기술 공과대학이며, 졸업생들 대부분이 졸업 후 몇 달 안에 

그들이 BCIT에서 교육받은 분야에서 취업을 보장받습니다. 

밴쿠버에서 생활 

 
BCIT는 캐나다의 서해안, 밴쿠버에 위치했으며, 이곳은 산림과 산맥 그리고 태평양으로 둘
러져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카약, 스키, 스노보드 및 기타 다른 야외 활동을 포함
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종합 공공 교통시스템과 
대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사회 유대감을 가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밴쿠버는 주민 및 방문자의 다문화적 모자이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2010년 동계올림
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지입니다.  
BCIT의 국제학생센터는 밴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하면 학생의 기숙사, 홈스테이 또는 교정 

밖의 숙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귀국하기 위해 밴쿠버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도 요청

하면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숙소 
 

BCIT 국제학생센터는 홈스테이, 캠퍼스 내, 또는 캠퍼스 바깥 주택을 포함한 여러 숙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지내면, 가구를 갖춘 독방과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이 형태의 숙소를 선택해면 캐나다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고,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BCIT의 버나비 캠퍼스

는 또한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기숙사는 강의실까지 가깝게 걸어 갈 수 있는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센터, 레크리에이션 시설들 및 미디어 서비스 가까이 있습

니다. 숙소는 12명의 학생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 형태입니다. 각 숙소는 독방과 

공동 사용하는 키친과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학생 전용, 남학생 전용, 

또는 남녀학생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캠퍼스 밖에서 살 수 있으며, 

BCIT 캠퍼스 근처에는 임대할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나 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SCHOOL OF BUSINESS 

“경영관리기술 프로그램은 실제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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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한 학기 학비와 학생비: $6,495.75 캐나다화 (2008년 9월 현재)와 별도 신청비 $150 캐나
다화. 
 

한 학기 평균 숙소 비: $2,000 캐나다화 

 
일자리(WORKING) 
 

국제학생들은 캠퍼스 밖 노동허가 프로그램(OCWPP)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유용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은 졸업 후 노동허가(Post Graduate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허가는 1회에 한 해 학생들이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입니다. 참고: 졸

업 후 노동허가는 더 이상 고용주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은 직장이 그들의 공부

와 연관 없더라도 어느 산업분야에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infobcit@bcit.ca 또는 +1-604-432-8816번으로 국제학생센터

로 연락하십시오. 학생들은 또한 BCIT 버나비 캠퍼스 빌딩 SW1, 2115호인 저희 사무실

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SCHOOL OF BUSINESS 

bcit.ca/business/bms 

January 2009 

mailto:infobcit@bcit.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