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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들을 위한 정보.
랑가라 컬리지 (LANGARA COLLEGE) 유학 정보

랑가라 정보.

랑가라는 캐나다 최고의 대학 편입 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공립 고등 교육
컬리지입니다. 랑가라는 대학, 직업, ESL,
학사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이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
랑가라의 학생이 되면 수업과 과제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나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하고 사회,
문화, 아카데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도시 생활
랑가라의 메인 캠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마치 공원과도
같은 곳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편리한

랑가라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현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를 연습하고 캐나다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숙소를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를 통해 국제공항(YVR), 밴쿠버
다운타운 그리고 리치몬드, 버너비, 서레이 같은 인근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 체험하기
적격한 학생들은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캠퍼스 내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학업

랑가라에서 시작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세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위해 코업 워크 경험 또는
체험 학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랑가라의 교육 과정은 학사 학위 취득 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랑가라에서 시작하면
저렴한 수업료로 보다 소규모 강의 그룹에서 공부하고
강사진으로부터 더 세밀한 관리를 받는 동시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수
(3 & 4 학년)
대학 편입
(1 & 2 학년）
아카데믹 목적을 위한
랑가라 영어 교육

편입 및 학위 이수
(3 & 4 학년)
커리어 프로그램
(1 또는 2년)

랑가라의 프로그램.

랑가라는 영어 학습, 대학 편입 또는
커리어 시작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위 취득 또는 대학 편입
대학 편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랑가라에서 시작하고
2 년 과정을 이수한 후 이수 과정 학점을 편입 대학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UBC, SFU 및 University of Victoria
를 비롯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C)의 교육 기관 사이
편입은 BC Council on Admissions and Transfer 를 통해

영어 학습

이루어지므로 학위 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Langara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LEAP) 프로그램은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랑가라는 Queen's 및 University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권 대학과 컬리지에서

of Saskatchewan 을 비롯한 다른 캐나다 교육 기관과 이관

정규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와 전 세계의 다른 고등

LEAP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랑가라의 대학 편입 과정에

교육 기관으로 학점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랑가라에서 학위

바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년 6회 시작됩니다.

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머물면서 경영학, 생물정보공학
또는 레크리에이션 관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시작

프로그램은 가을, 봄, 여름 학기에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랑가라에서 2년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국제 학생들은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커리어 프로그램에는 추가 입학
요건이 있습니다. 학사 후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적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넓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학기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020-21 년 간단한 정보
102 개국의 국제 학생들
19,822 건의 연간 등록
2,235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평생교육
+6,500 명의 국제 학생들
+1,700 개 과정이 제공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
+130 개 프로그램 선택 가능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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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가라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캠퍼스에
불어넣는 다양성을 환영합니다. 국제교육
부서는 캐나다에 처음 오시는 학생들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컬리지에서 원활히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랑가라
학생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랑가라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랑가라의 전담 직원들은
랑가라에서 학생들이 지내는 동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연락처 정보
Langara College
Langara Global
Tel: +1.604.323.5023
langaraglobal@langara.ca
langara.ca/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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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각 학기 11 개월 전에 지원서가 오픈됩니다. 온라인 지원을
권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 마감일 전에 수강인원이
차므로 미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요건과 지원 정보는 langara.ca/global
을 참조하십시오.

수업료 및 비용
랑가라의 국제 학생 수업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랑가라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수업료 및 비용은 langara.ca/global 을
참조하십시오.

12 개월 예상 학비
수업료 (10 개 과목 / 30 학점)

$18,762

교재 및 지급품

$3,000

의료 보험

$1,145

교통비

$527

홈스테이 ($1,050/월 + 알선 수수료)

$13,450

총계

$36,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