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인구 99,000이 살고 있는 
안전하고 친근한 사회!

• 캐나다에서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도시 중의 하나! 

• 캐나다에서 밝고, 따듯한 
도시로 알려진 곳!

• 온난 기후로 보통 봄에는 
섭씨 12도,  여름에는 26도, 
가을에는 14도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2도!

• 알버리타주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 레스브릿지는 캘거리에서 두 
시간, 멋진 장관을 자랑하는 ‘
워러턴국립공원’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레스브리지와 알버리타 
남부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와 활기찬 문화를 
경험하세요.

캐나다 알버리타주에 있는 레스브리지시를 경험해보세요!  

레스브리지 대학교

영어 언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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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수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저희 영어 언어교육원에서, 학생들은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는 동안 캐나다 학생들, 캐나다 가족, 그리고 기타 유학생들의 교육과 

교류를 즐깁니다.

고급레벨의 성공적인 수료는 레스브릿지 대학의 입학을 위한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며, 일단 EAP프로그램을 마치면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급레벨의 성공적인 수료는 

레스브릿지 대학의 입학을 위한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며, 일단 EAP프로그램을 마치면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고학력, TESL 자격증소지, 그리고 오랜 교육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AP 어드밴스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학사, 석사 과정 진학이 



사회, 문화 경험들

본교 학생들이 계획하고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 하세요 :

•  록키마운틴 방문

•  세계 문화유산지 방문

•  도시에서 열리는 페스티발과 이벤트 참여

•  스포츠와 사회이벤트 참여

• 동갑 친구의 과외수업을 통해 친구만들기

특별 맞춤 프로그램

이 코스는 학생들의 유창함과 말하기 능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20시간의 언어 교육 및 문화 행사 및 활동 참여.

•  15~3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의 강도 높은 영어회화, 학업영어 

그리고 캐나다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과 귀하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international@uleth.ca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진학 목적 프로그램
한 학기 비용*: $3,736.85 캐나다달러

기초반
• 작문실력 다지기

• 단락쓰기, 강의듣기, 발표하기

초급반
• 계획을 세워 인상깊은 단락쓰기

• 기초적인 강의와 발표능력 개발

• 문법, 단어 그리고 어휘력을 복습

중급반
• 잘 구성된 단락들을 에세이로 발전시키기

• 시사 문제 그리고 학문적인 과목들에 대해 쓰고 읽고 쓰기  

고급반
• 학술적인 연구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 

• 체계적인 문법 리뷰와, 독해에 적용하기 

• 논의와 논쟁 주도하기 

좀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온라인지원은 uleth.ca/international/content/english-
language-institute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 대학내 시설과 서비스

    체육관   수영장    암벽등반

  학생클럽    의료서비스   그외 다수 

유렛브리지 홈스테이
한달비용*: $725 캐나다달러

캐나다 어학연수중 가장 멋진 점은 캐나다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캐나다내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 할 수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저희는 유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친절하며, 캐나다 유학생활이 쉽게 적응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나다가족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지원 또는 

의문사항 이메일 연락처: 

ulethhomestay@uleth.ca 

홈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사이트: uleth.ca/

international/content/

uleth-homestay

* 모든 비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