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이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학 학교인 SACLI는 전세계 학생들의 교육 목적 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교는 캐나다의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직업 또는 학문 중심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도 Charlottetown은 도시의 열기, 전원적 삶 및 캐나다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완벽하게 결합한 도시입니다.  유

서 깊은 건물들, 공원, 가게, 식당가, 주점, 극장 및 미술관은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친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섬으로 알려진 Prince Edward Island (PEI)는 캐나다의 발상지이며 캐나다에서 가장 

작고 깨끗한 지방입니다.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직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75 킬로미터의 

거리와 140,000명의 주민들이 있는 PEI는 빨간 머리의 앤, 싱싱한 해산물, 골프, 해변, Confed-

eration Bridge와 친절한 주민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SACLI 홈스테이 가족이 매일 학교로 교통편을 제공하게 됩니다.     
 

SACLI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영어로 생활하게 됩니다.  Charlottetown 주민들 중 93%가 영어를 구사합니다. 
 

SACLI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2006.www.wikipedia.org)  PEI는 캐나다에서 범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입니다.  
 

SACLI 학생들은 매우 깨끗한 도시에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Charlottetown은 높은 환경 수준 (2011.www.city.charlottetown.pe.ca)을 유지하기 위해서 Community Sus-

tainability Plan을 발족했습니다.  
 

SACLI는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에서 합격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ACLI 학생들은 SACLI에서 Advanced Academic Program을 졸업하고 대학 과정에 무난하게 적응하게 됩니

다.    
 

SACLI는 Prince Edward Island의 Charlottetown 및 New Brunswick의 Moncton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학생

들은 동일한 Individual Study Plan으로 두 곳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장점  



 

등록 방법    

 
 

 

 

 

 

 

 

 

 

SACLI측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낼것입니다.  여권 및 비자

를 발급받고 여행 절차를 밟

은 다음 건강 보험을 구입하

십시오    

Homestay Program :  Accommodations 

 “저희는 외국 학생들과 Prince Edward Island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SACLI 홈스테이 가정의 Alane Kirkham  

University Preparation Program  

연구, 비평적 사고, 발표 및 논의 등의 높은 수준의 학업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졸업후 대학 또는 대학교에 직접 

진학할 수 있습니다.(IELTS 점수  7점 이상 또는 TOEFL iBT 

점수 94점 이상 요구).                                                       more 

Junior / Senior High School Preparation Program  

고등학교 학습에 필요한 언어 능력, 사회적 능력, 비평적 사고 능

력, 문화 지식 및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공립학

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more 

Working Holiday Program  Private Classes  Group Programs  

Junior Vacation/Summer Camp  Study Tour  Intensive English Program  

개인적 또는 학업적 이유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학생들을 위

한 프로그램. Languages Canada 

승인 교육 과정 (연령: 16+). 기간: 

1-52주. 매주 학생 모집 

                                       more  

오전에 영어 학습을 하고 오후에 

흥미로운 지역 활동에 참여. (연

령: 16+). 기간: 1-2주. 매 계절 

 

 
                                             more 

학생들은 Prince Edward Island의 

문화를 배우면서 영어를 연습하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령: 

12-16). 기간: 2-4주 매 계절 

 
                                      more 

아름답고 안전하고 친절한 Prince 

Edward Island에서 언제든지 본인

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 구성. 최소 

그룹 규모: 10                         more 

개별 학생의 요구사항에 맞는 

Learning Plan을 작성하는 자격이 

갖춰진 ESL 선생님과 1대 1로 학

습                                  more 

취업 목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

램.  학습 기간. 12주. (매 계절) 

                                              more 

언어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s:  

SACLI는 홈스테이 또는 하숙 등 다양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SACLI는 처음 몇개월간 SACLI가 인증한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도록 추천합니다.  영어와 캐나다의 문

화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ACLI 홈스테이 가정은 각 학생에게 개인 방, 1일 3식, 세탁 시설 및 매일 통학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독립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또는 Holland College Glendenning Hall 

(매 계절)  

● 

● 

 
● 

● 

등록 서류 작성.  원하는 프

로그램과 생년월일을 포함

해서 모든 정보 기입. 

등록 서류 및 계약금을 교

무과장 

(school@studyincanada.c

a)에게 보내주십시오.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UP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UP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HSP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IE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tw/programs/2013%20Intensive%20English%20Program%20-%20Traditional.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JV.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JV.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GP.en.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PCP.en.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WH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IE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JV.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JV.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PCP.en.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WH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HSPP.kr.pdf
http://studyincanada.ca/documents/Programs/GP.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