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hbridge 에서 우리와 함께 공부해요.

캐나다 알버타주 Lethbridge 오신 것을 환영해요!
Lethbridge 는 국제학생들에게 이상적인 행선지를 제공한답니다.
인구는 93000 명이며
Lethbridge 는 큰 도시가 주는 주요 이점들을 모두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도시의 장점들인 안전하고 친절한 환경, 공공서비스의 손쉬운 접근, 그리고 친밀하고 밀접한
커뮤니티가 형성 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알버타주에 있는 Lethbridge 는 아름다운 대초원 위에 장엄한 록키 산맥도 볼 수 있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해 있답니다.
Lethbridge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유적지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어요.
유적지)
●

밴프국립공원 그리고 워터톤 레이크 세계 평화 공원

●

헤드 스매쉬드 인 버팔로 점프

●

로얄 타이렐 공룡 박물관

●

프랭크 슬라이드 자료관

Lethbridge 는 아래에 명시된 학교들을 포함해서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리서치에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학교와 리서치센터)
●

Lethbridge 대학

●

Lethbridge 칼리지

●

Lethbridge 농업연구센터

●

동물질병연구소

잘 발달된 대중교통과 멋진 쇼핑 그리고 현대적인 후생 복지 시설 등 Lethbridge 는 활기가 넘치는
도시의 모든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멋진 아트 갤러리와 박물관을 포함한 활기찬
예술과 문화 장면이 번성하고 있어요.
Lethbridge 는 일년기준 320 일 이상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고등과정 교육기관인 Lethbridge 대학과 Lethbridge 칼리지가 있어요.
시눅이라는 온풍이 불어와 겨울에도 따뜻해요.

리뷰)
“제가 Lethbridge 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그 경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잊지 못할
시간이랍니다. “
-

독일에서 온 시나가

“Lethbridge 에 있는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 홈스테이집은 정말 좋아요. 우리는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전세계에서 온 친구들도
사귀었답니다.”
-

멕시코에서 온 데이비드

“학교가 저에게 제공해준 보조는 매우 좋았어요.
제가 선택해서 수강했던 수업들은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였었고 완벽하게 훈련되었답니다. 모든
게 다 놀라웠어요.
-

브라질에서 온 재클린

Lethbridge 교육청 51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들은 전 세계에서 온 국제학생들을 환영해요.
Lethbridge 교육청 51 은 알버타주와 캐나다에서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알버타 주정부의 국립학교시스템 관할을 받고 있으며 총 21 개의 학교와 10000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어요. 알버타주 학교들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세계 3 위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월등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Lethbridge 교육청 51 은 각기 다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하이
퀄러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각 학교마다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학생들은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어요.
Lethbridge 교육청 51 관할 안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아요.
●

학문관련 공부:
영어, 사회, 과학, 수학

●

특별분야 공부:
ESL, 불어 이머젼, 국제학력평가시험 (IB), 대학진학 전에 대학인정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학습과정(AP)
●

언어 과정:
불어, 독어, 스페인어

●

순수예술 과정:
밴드, 합창단, 드라마, 댄스, 시각예술

●

체육

●

진로와 기술 과정

정보기술, 통신기술, 디자인, 쿠킹, 패션, 자동차, 차 정비, 건설, 용접
●

학생활동
클럽, 농구, 배구, 캐나다식 축구, 럭비, 컬링, 골프, 배드민턴, 크로스컨츄리러닝, 육상, 레슬링, 야구,
드라마, 댄스

국제 학생
국제학생들을 위한 서포트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

국제 업무 사무실

●

각 학교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담당자 배정

●

각 학생마다 고문 선생님이 배정

●

국제 학생 개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오리엔테이션

●

국제 학생을 위해 1 회나 1 회 이상 준비된 여행
여행지: 캘거리, 워터톤, 헤드 스매시드 인, 크로우스네스트 패스

●

로컬에서 운영되는 홈스테이 서비스 제공

홈스테이 프로그램
만 14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로컬에서 운영되는 홈스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엄선된 커네이디언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기회를 얻게 되요. 홈스테이
제공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안위와 안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한 홈스테이를
제공한답니다.
홈스테이 정보)
●

엄선된 가정

●

학생들이 배치되기 전에 미리 점검된 집

●

홈스테이 가정이 제공하는 식사

●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개인 방

●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에 위치

●

홈스테이 담당자의 규칙적인 모니터와 서포트

신청방법
서류진행절차에 관한 내용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www.internationalservices.lethsd.ab.ca 를 참고하세요.
Email 문의:
International.services@ lethsd.ab.ca

Facebook:
www.facebook.com/lethbridgeinternationalservices
우편 문의: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Lethbridge School District No. 51
433-15th Street South
Lethbridge, Alberta, Canada
T1J 2Z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