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가이드 북
Horizon School Division No. 67
Taber, Alberta, Canada
www.expandinghorizons.ca

교육을 통한 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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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버 타운과 Horizon School Division은 캐나다 알버타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캘거리로부터 남쪽으로 대략 2시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Horizon School Division은 대략 3500명의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16개 학교에 다양한 학년 배치를 구성하고 있는 시골의
관할권 입니다. Horizon School Division 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들은 작으며,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테이버의 인구는
7,500명 입니다. 학교에는70~5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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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신청서

Horizon School Division No. 67
6302-56 Street
Taber, Alberta, Canada
T1G 1Z9
Horizon School Division No. 67의 유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학생의 정보를 이 양식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측 담당자가 빠른 시일 안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Student Information(학생 정보)

Please print clearly(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의 : 신청비 200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Family Name:(성)
First Name: (이름)
English Courtesy Name: (영문 이름)
Birth date: (yy/mm/dd)(생년월일)
Age:(나이)

Male:(男)

Female:(女)

Mailing Street Address or Box Number: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세부 주소)
City: (도시)
Country(나라):
Postal Code(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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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Parents or Guardians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성함)
Name of Parent or Guardian
Father: (父)
Mother: (母)
Telephone: (전화번호)
Fax: (팩스)
Student Email: (학생 이메일 주소)
Parent Email: (부모님 이메일 주소)
Parents Mailing Street Address or Box Number: (if different than above) (부모님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주소-만약 위의 내용과 다를 시 작성바람-)
City: (도시)
Country: (나라)
Postal Code: (우편번호)
Please indicate which language you wish to be contacted in:
(어느 언어로 연락 받기를 원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English
Korean
Student Name: (please print) (학생 이름)
Student Signature: (학생 서명)
Parent/Guardian Name: (please print) (부모/보호자 이름)
Parent/Guardian Signature: (부모/보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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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에 대하여

• 캐나다 서부의 부유하며 활기에 넘치는 주
• 풍부한 석유, 농업과 첨단 기술 산업
• 젊은 사람이라면 어디라 할 것 없이 우리의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질 높은 삶,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에 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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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식 교육
•
•
•
•
•

알버타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는 주 교육청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제 학생 영어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장학 혜택이 다른 지방보다 많습니다.

HORIZON SCHOOL DIVISION 은 알버타 주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오고 있습니다.
매년 3,6,9,12학년 학생들은 주에서 주관하는 성취도 평가를 치룹니다. 이 평가는 알버타 주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서 본 교육청의 학생들은 매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이는 본 교육청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주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육기관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취입니다. 저희는 항상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안전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교육기관 및
학생들이 경쟁하는 국제학력평가에서 과학부문 2위, 독해능력 4위, 수학에서 10위를 하는 등 세계에서 손 꼽히는
교육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알버타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성공을 제 1의 우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의 안전한 학교는 유학생들이
높은 학업 수준에 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을 세계화 속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요 과목으로는 수학 사화, 과학 영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드라마, 악기 밴드, 미술,
자동차 기계학 등, 다양한 종류의 선택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실력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회화와
영작 모두에 주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기관에는 많은 ESL 학생들이 있으며 학생들이 새 언어를 완벽히
터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 침실과
따뜻한 식사, 부모와 같은 지도를 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캐나다인 가족을 엄선합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홈스테이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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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의 생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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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이곳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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