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ming College
<<FLEMING COLLEGE SEMINAR reference>>
<피터보로 소식> 세미나 화면 자료 참고
2018 년도에 피터보로 시의 20 ~ 24 세의 젊은 성인 인구 비율이 지방
중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1 위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피터보로 지역은 젊은 성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플레밍 컬리지의 국제 학생은 총원 18,000 명 대비 10 퍼센트인 1,800 여명으로
국제학생 비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성인 비율 증가는 대부분 젊은 캐나다 Native 인들이
늘어났다고 판단되며, 이는 한국의 젊은 유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지역적인 적응
및 어학 능력 증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플레밍 컬리지 인기 유망학과>>
(1) 보건계열
플레밍 컬리지의 보건 계열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1) Pre-Health 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밍 컬리지를 지원
희망하는 학생들 중, 과학 성적이 낮은 이과생 혹은 과학 성적이 없는 문과생이
보건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크레딧 과정(Virtual High School)을
이수한다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크레딧 등록증 제출 시, 조건부
입학허가서(Conditional Offer)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플레밍 컬리지는, Pharmacy Technician(약사보조학과)를 제외하고,
보건계열의 영어 입학요건은 모두 IELTS 6.0(최저점 5.5 이상)입니다.
*Pharmacy Technician 의 경우는 약사협회에서 지정한 IELTS 점수인 6.5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모든 컬리지가 동일하게 적용 중)
<보건계열 인기 학과 TOP 4> *순서와 인기도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Biotechnology- Advanced (*Advanced Diploma/ 5 semester program)
2.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의학정보관리학과)
3. Massage Therapy (* Advanced Diploma/ 5 semester program, 도수치료학과)
*한국에서는 마사지 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도수치료에 가깝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참고)
-추가설명: 영어 의사소통에서도 높은 실력이 요구되어, 보통은 IELTS 6.5 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플레밍 컬리지에서는 6.0 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4. Occupational Therapist Assistant and Physiotherapist Assistant
(작업치료사 보조 및 물리치료사 보조)

Fleming College
(2) 환경계열
플레밍 컬리지는 호수와 산림이 많은 피터보로 및 린지 지역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백분 활용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플레밍 컬리지의 환경학부는
플레밍만의 독보적인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1. 환경학부의 최대의 장점은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할 수 있는
코업(필수/선택)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채의 개념보다 특채의 개념이 강한
캐나다에서 코업 과정은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코업(선택코업 포함)과정은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2. 플레밍 컬리지 환경학부는 신축된 지구과학 실습실을 포함하여,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연구실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 후 활동하기 전에 실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계열 인기 학과 TOP 4> *순서와 인기도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Earth Resources Technician Co-op(필수코업) 지구자원학과
2.Resource Drilling Technician Optional Co-op(선택) 자원시추학과
3.Urban Forestry Technician Co-op(필수코업) 도시산림학과
4.Forestry Technician Optional Co-op(선택) 산림학과
*Optional Co-op 은 2 학기에서 3 학기 사이에 진행이 되므로 9 월학기로 시작해야 선택
가능하며, 해당 과정은 1~2 학기 평균학점 B 이상 + 교수님 추천이 있어야 지원조건이
충족됩니다.

**보다 자세한 학과 정보는 Fleming College 공식 홈페이지를 Flemingcollege.c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