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학생 프로그램
캐나다에서 새롭고 멋진 생활을 즐겨보세요!

루이 리엘 학군(Louis Riel School Division)은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주요 도시인 위니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니펙은 주요 중심 
도시로써 공원, 하천, 역사적인 건축물, 다양한 
문화 활동 등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호수, 해변, 
완만한 초원이 근교에 펼쳐져 있습니다. 루이 
리엘 학군 명칭은 매니토바 주 설립의 기원자인 
고 루이 리엘을 기려 명명되었습니다.

학군 위치

우리는 학생이 학업을 성취하고 꿈을 키우는 
동시에 캐나다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면서 새로운 문화도 
발견해보세요 –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왜 루이 리엘 학군을 선택해야 할까요?

루이 리엘 학군은 국제 학생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학생에게 합리적인 학비와 우수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이 영어와 프랑스어 사용 환경에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성장을 이룹니다.

Winnipeg

국제 학생 프로그램

국제 학생 프로그램

국제 학생 프로그램

비전
루이 리엘 학군은 대단한 열정을 통해 학생이 
공익을 추구하면서 배움에 가치를 두고 
배려심도 있으며 학구적이고 능력 있게 
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연락처
국제 학생 프로그램, 루이 리엘 학군, 위니펙 
생활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를 참조 바랍니다.

http://isp.lrsd.net을 방문하세요.

국제 교육부 위원회 사무실

전화: +1-204-253-8025

팩스: +1-204-237-7179

연락 가능 시간(월~금)

오전 8:30~오후 4:30(위니펙 시간 기준)     

50 Monterey Avenue

Winnipeg, Manitoba R2J 1X1 캐나다

Korean

루이스 리엘 교육청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비용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루이 리엘 학군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해 폭넓은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도서관, 최신식 컴퓨터, 
과학 실험실, 극장, 체육관, 음악실과 밴드 
연습실, 실용적 예술 시설 등읕 통해 알 수 
있듯, 영어나 프랑스어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특별히 흥미 있는 
과정을 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택 
과정은 학교별로 다르지만, 스페인어에서 
비즈니스 법률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제공 프로그램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isp.lrsd.net

국제 학생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국제 학생은 
다양한 가족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을 통해 
학생은 영어나 프랑스어의 실력을 키울 기회도 갖게 
됩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아주 세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대상이 되는 모든 홈스테이 가정은 
면접을 거치며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면서 지원이 잘되는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 또한 검사 
받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국제 학생에게 아래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 국제 학생 프로그램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선정하고 승인한 
개인 맞춤형 가족과 집

• 개인 방

• 하루 세끼 건강식

• 학업과 생활에 있어 
편안하면서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

국제 학생 프로그램 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 국제 학생 도착 전부터 거주기간 내내 학생과 

의사소통을 통해 생활을 지원합니다.

• 홈스테이 가정을 편성합니다.

• 국제 학생 공항 도착 시 마중 나갑니다.

• 의료 보험 취득을 지원합니다.

• 수업 과정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등록을 지원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공합니다.

• 국제 학생이 캐나다 도착 전, 수업을 도와 줄  
‘같은 반’ 친구와 미리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업 크래딧을 제공합니다.

• 수업 참석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 학생이 모국어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생이 토플(TOEFL)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지원합니다.

• 장학금 신청 및 대학교 등록을 지원합니다.

• 국외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증이나 수료증을 대사관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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