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n Alberta
캐나다 알버타에서 유학하기



초대합니다 
우리 알버타 주에서 공부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시스템을 알버타에서 만나십시오.

알버타 주정부가 공인하는 수준 높은 전문가 선생님들께 배우십시오.

안전하고 편리하며 넓은 공간의 교실과 학교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탁월한 학문연구가 이뤄집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환경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목표가 성취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뛰어난 학교

XX 	 알버타 주의 고등학교	
졸업장은 전 세계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으로부터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알버타의 도시들과 모든 지역은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깨끗합니다.

최고의 의료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살아 숨쉬는 알버타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1년 내내 교내외 친구들과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



신나는 교육 과정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연구 프로그램이 당신의 미래설계를 돕습니다.

핵심 프로그램은 영어 또는 불어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으로 구성됩니다.

음악, 드라마, 예술 같은 교과목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찾고
방과후 스포츠, 사진이나 토론클럽 같은 기타 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첨단 설비가 도입된 교실 환경은 학습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ESL(외국어로서의 영어) 수업은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보다 뛰어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알버타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X국제적으로 알버타 주의 학생들은

수학과 독해, 과학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있습니다.

 X영어 교실은 국제학생들이

알버타의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X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들은

만약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버타에서 편리한 시설과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공부하세요 
관리감독을 받는 엄선된 홈스테이 가정이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개인용 침실이 제공되며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하고 뒷받침해 줍니다.



 X 서둘러 유학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학교를 찾으세요.

그 다음 지원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받으세요.

지금 알버타 유학을 신청하세요
알버타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기관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알버타 주 어느 곳에서 공부할지 결정하면 해당 학교기관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학교와 프로그램을 찾아주고 지원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기관 담당자는 어떤 영어학습 과정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예비교육을 통해
보다 빨리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www.studyinalberta.ca에서 자세한 학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면 캐나다 이민국(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유학허가서(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c.gc.ca/english/study/study.asp에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알버타 유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www.studyinalberta.ca

EduCanada는 캐나다 주와 준주에서 제공하는 국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브랜드입니다. EduCanada 브랜드는 캐나다 
교육부장관 협의회(CMEC: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및 캐나다 상무부를 통해 주 정부와 준주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상표이며,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마스터 라이센스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단 복제는 금지됩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