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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캐나다 지역교육청
유학

캐나다 온타리오 주

위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어퍼캐나다 지역교육청은 온타리오 주
동부에서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등의 대도시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동부 사람들은 친절하며
지역사회에 헌신적입니다. 이곳의 소도시들은
역동적이며, 그 주민들은 지역 내의 각종
스포츠, 정치, 클럽 활동, 자선 행사 등으로
늘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저희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소도시 환경의
캐나다인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립니다.

i 연락처 정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려면 다
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Upper Canada Leger Centre for
Education and Training
225 Central Avenue West
Brockville, Ontario, CANADA K6V 5X1
전화:(+1) 613-933-5505 구내번호4906/4908
무료 전화: (+1) 877-875-3437 구내번호4906/4908
팩스:(+1) 613-930-7251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사십시오!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

이메일: international@uclc.ca
www.studyupper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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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프로그램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하나에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사십시오!

캐나다인 가정의 한 식구가 되십시오
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알맞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학생 개개인이 가장
알맞은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최대의
홈스테이 알선 회사인
캐나다 홈스테이 인터내셔널
Canada Homestay International - CHI)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CHI는 지금까지 캐나다 전역의25,000여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CHI는 유학생 및 홈스테이
가정에 최선의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캐나다는 유엔이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한 5개국에 항상 들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교육
체계가 우수하기 때문에 학문적 성공이 극대화됩니다.
캐나다에서의 교육은 오늘날의 국제 경제에서 맞닥뜨리는 갖가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의 밑거름이 되는 값진 기회와 경험을
부여합니다.

젊은이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체계
안전하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싶다면, 다음을
제공하는 어퍼캐나다 지역교육청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소도시
환경의 캐나다인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립니다.
저희는 학생을 배정하기 전에 홈스테이 가정을 면접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각 학생마다 적절한 공부 공간이 있는 독방이
제공되며, 인터넷 등 홈스테이 가정 내 각종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2명의 학생을 같은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하지 않습니다(두 학생의 부모가 허락할
경우는 예외임).

✓ 최신 기술을 갖춘 현대식 교실
✓ 안전하고 친화적이며 깨끗한 환경
✓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홈스테이 전담 담당자
✓ 친절하고 자상한 홈스테이 가정

저희 어퍼캐나다
지역교육청의 사명은 모든
학생이 장차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할
학교들은 비교적 작으며,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400-600명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5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해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학생 지원
✓ 관내 국제 중심 학교에서의 영어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 전담 강사 및 전용 교실,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부여되는 ESL 과정, ESL 능력 향상 및 영어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한 방과후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 3단계 ESL
지원
✓ 각 학생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홈스테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홈스테이
담당자는 학교, 홈스테이 가정 및 프로그램 담당자와
지속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합니다.
✓ 프로그램 담당자는 각 학생이 학업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학업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교육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 학업에서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저희는 학생지원
프로그램(Student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선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추가 경비 별도).
✓ 새로 온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을 평생 동안 간직할
소중한 체험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긴 자원
안내서(Resource Guide)가 제공됩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하루 세 끼의 영양가 많은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이 캐나다에서 유학할 동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식
✓ 학생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집중적
헌신 – 많은 졸업생이 북미의 유수한
종합대학에 진학합니다

UCDSB 유학생
프로그램의 특징:

i

CH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anadahomestayinternational.com

어퍼캐나다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
➊ 저희 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의 대다수가
캐나다 태생의 영어 사용자입니다

➋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캐나다인 가정에서 한 식구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➌ 많은 졸업생이 북미의 유수한 종합대학 및
➍

➏ 여러 학교에서 프랑스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➐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등의 대도시
근처에 살며 학교에 다닙니다

➑ 안전하고 친절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전문대학에 진학합니다

➒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아이패드, 스마트보드 등 최신 기술을
갖춘 현대식 교실

➓ 학생 개개인의 학업 목표에 적합하도록

➎ ESL 수업 + 방과후 ESL 및 기타 과목
과외지도

홈스테이 전담 담당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 및 단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