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가라 영어 프로그램
(LEAP)으로 도약하십시오.
학문적 목적을 위한 랭가라 영어(LEAP)

CANADA

랭가라에서 영어를 공부하세요
캐나다 BC주의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에

랭가라의 ESL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인 접근을

이로써 역동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학습 환경이

위치한 랭가라 컬리지는 매년 21,000 명

통한 언어 교육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말하기,

조성되어, 학생들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고

듣기, 쓰기, 읽기를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의미있는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니라, 이 영역들을 결합하여 흥미로운

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을 제공하고

주제들과 관련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수업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실 수업 내용에

있습니다.

합니다.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내용 중심의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ESL + 2년 + 2년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한 길
4학년

University
Quality
Alliance

랭가라나 다른 학교에서 대학 교육
이수.
연간 30학점/10개 과목

3학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Victoria

당신의 학사 학의를 츼득하기
의해 삼사 학년 과정을 랑가라나
캐나다에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읍니다.

랭가라나 다른 학교에서 대학 교육
이수.
연간 30학점/10개 과목

University of
Saskatchewan
2학년

Queen’s University

랭가라에서 대학 편입 과정 이수.
Simon Fraser University

연간 30학점/10개 과목

LEAP - 레벨 8
LEAP - 레벨 7
LEAP - 레벨 6
LEAP - 레벨 5

1학년

랭가라에서 대학 1, 2학년을
공부하여, 학위 학위, 디플로마
또는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랭가라에서 대학 편입 과정 이수.
연간 30학점/10개 과목

LEAP - 레벨 4
LEAP - 레벨 3
LEAP - 레벨 2
LEAP - 레벨 1
LEAP - BASICS

ESL

LEAP
각 세션은 주당 20시간, 7주간 진행

LEAP = 학문을 위한 랭가라
영어 프로그램. ESL 입학 레벨은
반편성 시험으로 결정됩니다.

LEAP - 학문을 위한 랭가라 영어 프로그램
기초 레벨(LEAP BASICS - LEAP 2)

진학 준비(LEAP 3 - LEAP 8)

학문을 위한 랭가라 영어 프로그램(LEAP)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LEAP 프로그램의 중간~고급 레벨의 내용은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교와 컬리지의 정규 과정을 들을

선정된 내용입니다. 매주, 학생들은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중요하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레벨에서는

핵심적인 언어기술을 연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적 기술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술과 복잡한 학문적 전략기술들 이 증가하게 됩니다.

LEAP의 기초~중간 레벨은 밴쿠버와 캐나다의 환경과 문화에 초점을
둡니다. 다양한 주제, 교재, 활동 등을 통해, 교실이 살아 있는 언어
환경으로 바뀝니다.
학생들은 밴쿠버, 캐나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LEAP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

언어와 학문적 능력의 발달 촉진

·

학생들이 성공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들이 랭가라 컬리지의 학문적, 사회적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EAP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랭가라의 대학 교육 과정으로 바로

학습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
LEAP 기초 레벨의 핵심 능력

말하기

반 학생들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듣기

일반적인 속도의 대화를 알아듣습니다.
특별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읽기

ESL 단편소설이나 일부를 읽습니다.
어휘력을 키웁니다.

쓰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쌓습니다.
편집 방법을 배웁니다.

문화

캐나다 사회를 반영하는 주제를 공부합니다.
특별과외활동을 통해 밴쿠버를 탐험하게 됩니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LEAP +레벨 8 학생들은 LEAP 과정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1 과목의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LEAP은 1 세션당 7주로 이루어져있으며 1년에 6회 개강합니다. 학생들은
주 20시간의 수업을 듣습니다. 매주 10~20시간 분량의 과제를 해야 합니다.

학습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

LEAP 기초 레벨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

영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

교실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캐나다 사회와 연관된 주제들을 통해 캐나다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LEAP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TESL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
교육, 다문화 인식,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인재들로 엄선되었습니다.

1주의 LEAP 학습 유닛을 보여주는 시각적 모델

국제 학생
지원 방법

1

입학 조건:

3

이메일로 합격통지서 수신

4

첫 2개 세션에 대한 수업료 결제

5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입학허가서 수신

정규 교육 12년 졸업 (BC주 12학년에 해당)
주의: 영어 숙달 정도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 제출.

2

지원서 패키지 제출:
·

지원서 – www.langara.ca/leap

·

학업 증빙 서류:
·

학업 증빙 서류:
또는

·

공식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성적증명서
주의: 학업 증빙 서류들은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공식 영문원본
또는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된 영문 번역 공증본 이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복사 또는 스캔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영어 능력 시험 성적표 사본(해당 시)

·

전형료 $155

6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 또는 비자 사무소에 학업 허가서 신청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권합니다(침대와 책상이 있는 개인침실, 하루 세끼 식사 제공).
홈스테이 신청료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학생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또는 homestay@langara.ca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LEAP 국제 학생 수업료*
LEAP 국제 학생:

· 7주 세션당 $2,988
· $155(1회, 환불 불가)
· 최저 2세션 수업료 결제 필요(환불 불가, 양도 불가)

*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수업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 모든 학생은 반편성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START DATES
2020

2021

1월 3일
2월 26일
4월 29일
6월 24일
9월 2일
10월 28일

1월 6일
3월 3일
4월 28일
6월 23일
9월 1일
10월 27일

세션 길이
각 세션은 7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20시간 수업을 합니다.

추가 정보
International Education, Langara College
100 West 49th Avenue, Vancouver, BC, Canada V5Y 2Z6
전화: +1.604.323.5023
전화: +1.604.327.9210
이메일: international@langara.ca
웹사이트: www.langara.ca/international

KOR
Copyright © 2018 Langara College
편집, 디자인, 제작: 랭가라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