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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퀘스트의 장점
놀퀘스트 칼리지는 앨버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중 하나이며 날로 증가하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어 교육, 학위 취득 및 대학 편입 과정을 비롯해서 
건강, 비즈니스, 기술 및 커뮤니티 연구 분야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학생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과 학생 
중심의 정책으로 직무 교육과 다음 학습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놀퀘스트 국제 학생들은 
커뮤니티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졸업 후에도 
국내외적으로 연결되어 관계를 이어 나갑니다.

놀퀘스트 경험 
놀퀘스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멋진 
서비스와 활동들을 누리게 됩니다.
• 도서관 서비스
• 건강 및 치과 보험
• 건강 및 복지 서비스
• 장학금 및 수상
• 직업 교육 센터
• 놀퀘스트 칼리지 학생회 활동
• 개인 지도 및 학업 코칭 서비스

놀퀘스트 인터내셔널(NorQuest 
International)
저희는 놀퀘스트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선택 및 신청 절차
• 이민 절차 및 조언
• 정착 지원
• 도착 전 온라인 세션
• 학업 및 이민 워크숍
• 내외적인 추천서 제공
•  문화를 잘 아는 상담자와의 개인별 상담

왜 캐나다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  캐나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입니다
•  캐나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졸업 후 캐나다 직장에서 일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습니다 

에드먼턴의 이점(앨버타의 중심도시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에드먼턴은 전 세계의 문화가 함께 하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의 정취가 남아있으면서 
다양성을 가진 대도시이며 새로 오는 이들에게 
호의적이며 안전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취업, 
비즈니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적 기회가 
있습니다.

에드먼턴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등 교육 
기관이 많이 있고, 국제 학생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핵심 부분이며, 놀퀘스트는 졸업생들이 지역 및 
글로벌 고용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에드먼턴이 살면서 공부하기 좋은 도시인 다른 주요 
요인들:
•  캐나다의 다른 주요 도시보다 낮은 생활비와 세금
•  급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 
• 매년 30개 이상의 주요 축제가 열림

에드먼턴 
(놀퀘스트 칼리지)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위니펙 몬트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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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아보기

다양한 학생들숫자로 알아보기

45
고등 교육 직업 자격증 
및 기초 프로그램

15,878
재학생 수

73

108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언어

출신 국가



자격증
•회계 전문가
•  행정 전문가
•  커뮤니티 지원 담당자
•  조기 학습 및 보육 담당자
•교육 보조
•의료 보조사

학위 취득 후 자격증
•  중독 치료사
•헬스케어 리더십
•  정신 건강 치료사

전문 자격증
•  비즈니스 분석 전문가
•식음료 관리
•공급망 전문가

학위
•  경영학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 연구
•  조기 학습 및 보육
•에너지 관리
•  환경 기술자
•  학제간 치료 보조
•법학
•기계 학습 분석가
•제약 기술자
•간호 조무사
•국제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
조무사 학위
•정착 연구
•사회 복지
•  치료 레크리에이션

영어 및 고등학교 과정
•  학위 취득(고등학교 과정)
•  학업용 목적 영어
•  ESL 집중 코스(제2 언어로서의 영어)
•  놀퀘스트 중등 교육 이후 연계 교육(조건부
입학)

 

프로그램
놀퀘스트의 직업 관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소중한 실제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놀퀘스트에 지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pplyalbert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50 CAD의 지원비 납부(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적표 및 영어 능력 요건 제출

 입학 결정서 수령 및 등록 예치금 $1,000 입금

 학생 비자 신청

 놀퀘스트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지원 관련 전체 세부 정보를 norquest.ca/international/appl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NorQuest International 
10215 108 Street NW, Room 1-215  
Edmonton, Alberta 
Canada  T5J 1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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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780.644.6128  
무료 전화: 1.866.534.7218 
이메일: international@norquest.ca 
norquest.ca/international

에이전시 및 기관 제휴 문의:  
International.Agents@
norquest.ca

지정 교육기관(DLI) 번호: 0187959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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