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의 세계
Ryerson University 는 직업 교육에 초점을 맞춘 캐나
다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입니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Ryerson에서는 산학협력, 인턴십, 현장 실습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Ryerson은 혁신적인 연구와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비롯, 

최신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캠퍼스, 그리고 현대적인  

거주시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학부 프로그램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Ryerson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인문학부
-  교양 및 현대 연구[BA(Hons)]

- 범죄학[BA(Hons)]

- 영어[BA(Hons)] 
-  환경 및 도시  
지속 가능성[BA(Hons)]

- 지리 분석[BA(Hons)]

- 역사학[BA(Hons)]

-  국제 경제 및 금융(BA)

-  언어 및 다문화 간 관계[BA(Hons)]

- 철학[BA(Hons)]

-  정치학 및 거버넌스[BA(Hons)]

- 심리학(BA) 

- 사회학[BA(Hons)]

-  전공 미정(1학년만 해당)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학부
- 창의산업(BA)

- 패션(BDes)

-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BTech) 

- 이미지 아트: 영화학(BFA)

-  이미지 아트: 사진학(BFA)

- 인테리어 디자인(BID)

- 저널리즘(BJourn)

- 미디어 프로덕션(BA)

- 뉴미디어(BFA)

- 연기(BFA)

- 무용(BFA)

- 공연 제작(BFA)

-  전문 커뮤니케이션[BA(Hons)]

- 전문 음악[BFA(Hons)]

- 스포츠 미디어(BA)

사회복지학부
- 아동 및 청소년 돌봄(BA)

- 유년기 연구(BA)

- 조산학(BHSc) 

- 요양보호(BScN)

-  요양보호 포스트 디플로마(BScN)

- 식품영양학(BASc)

-  산업안전보건(BASc)

- 공중 보건(BASc)

- 사회복지 사업(BSW)

-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BURPl)

엔지니어링 및 건축공학부
- 항공우주 공학(BEng)
- 건축학(BArchSc)
- 의공학(BEng)
-  화학공학 산학협력 프로그램(BEng)

- 토목 공학(BEng)
- 컴퓨터 공학(BEng)
- 전기 공학(BEng)
- 산업 공학(BEng)
- 기계 공학(BEng)
-  전공 미정(첫 학기 해당)

자연과학부
- 생물학[BSc(Hons)]
-  의생명과학[BSc(Hons)]
- 화학[BSc(Hons)]
- 컴퓨터 과학[BSc (Hons)]
-  재무수학[BSc(Hons)]
-  수학 및 응용[BSc(Hons)]
- 의학 물리학[BSc(Hons)]
-  전공 미정(1학년만 해당)

테드 로저스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 회계 및 재무(BComm)
- 경영(BComm)
-  비즈니스 기법 매니지먼트 

(BComm)  
-  관광경영학[BComm(Hons)]
-  소매 경영[BComm (Hons)]

모든 프로그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풀타임으로 제공됩니다.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총 5년
  산학협력 프로그램– 총 5년 
  산학협력만 해당– 총 5년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국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학부
우리 학교의 법학 박사(JD) 프로그램은 법학 교육을 재편하여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일반 시민의 대변인이  
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를 양성합니다. 

ryerson.c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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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0
학부생

80+
Ryerson 학생 및 교수진이  

사용하는 언어 수

146
개국 출신의 학생들

215,000 
전 세계 졸업생

� Ryerson은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Ryerson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Netta Schreiber, 창의산업 
미국에서 온 유학생

토론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

평균 온도
토론토는 4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을 
5 ~ 15C  
가벼운 스웨터를 입으세요.

Winter 
-10 ~ -5C 
모자, 장갑, 따뜻한 재킷을  
입으세요.

봄 
5 ~ 12C  
가벼운 재킷을 입으세요.

Summer  
15 ~25C  
가볍고 통기성 있는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입학 요건 및 지원 방법
-  풀타임 대학 학부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원하는 과정의 

요건을 비롯한 Ryerson의 입학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ryerson.ca/admissions/

undergraduate/requirements/international

-  2월 1일: 모든 프로그램 지원서 접수 개시일

-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

업로드한 후에 지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ryerson.ca/

admissions/undergraduate/apply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장학금 및 관련 비용
-  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ryerson.ca/scholarships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총장 입학 장학금: CAD 40,000달러의 12개 장학금(매년 

CAD 10,000달러를 갱신 가능). 

-  인터내셔널 세컨더리 스쿨 메리트 장학금: 각각 $5,000 CAD 

상당의 지원금 7건(유학 허가증을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는 

지원자의 입학 시에만 적용)

-  학비: 연 $28,570~$39,900 CAD*(2020/2021). 다음 

ryerson.ca/admissions/tuition-fees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매년 학비 범위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및 

Ryerson ESL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포함.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RU Live: 온라인 정보 세션 

RU Live 웨비나를 통해 다른 학생들,  

교수진 및 입학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션이 학교 웹사이트
에 정기적으로 추가됩니다. 다음  

ryerson.ca/ru-live 사이트를 방문한 후 

가입하여 여러분에게 알맞은 주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투어 

다음 ryerson.ca/virtualtour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why.ryerson.ca 

월간 소식지를 신청하시면 Ryerson  

학생들과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Ask.ryerson.ca 

Ryerson 입학에 궁금한 점을 모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oose.ryerson.ca 

Choose>Ryerson에서 지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문의하기  

international@ryerson.ca 

사이트 방문 

ryerson.ca/admissions/ 

visits-tours

최신 소식 받아보기  

@WhyRy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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