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Language and Career College of BC(LCC)는 23 년 넘게 매년 2,000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향상 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캐리어 경력을
쌓고 캐나다 밴쿠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CC 는 일반 ESL , 캐리어 디플로마, 코업 (Co-op, 전문과정+인턴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오후, 저녁반 그리고 토요일 주말 수업 등 다양한 시간대로 학생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LCC
상담직원이 학생에게 알맞는 수업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캐 리 어 디 플 로 마 & 코 업 (Co-op, 전 문 과 정 +인 턴 쉽 ) 프 로 그 램
리더쉽,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테솔, 글로벌 투어리즘, 프로페셔널 마케팅 등 독립된 캐리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선택해 해당 전문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의 캐리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풀타임 코업 (Co-op)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학생비자와 워크퍼밋을 받고 이수한 전문과정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므로서 유급 인턴쉽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SL 프 로 그 램
제너럴 잉글리쉬와 인텐시브 잉글리쉬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 반이 나뉘어져 있는 종합 ESL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 대학교 또는 컬리지 입학 시험 뿐만 아니라 IELTS, TOEFL 등 공인 영어
시험들을 위한 시험 준비반과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 등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집중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LCC 와 함 께 목 표 를 이 루 세 요 !
► 다양한 시간대: 파트타임, 풀타임, 오전, 오후, 저녁반, 주말반
► 다양한 공부기간: 짧게는 4 주 부터, 길게는 1 년 이상 까지!

► 유급 인턴쉽 기회: 6 개월 혹은 그 이상, 풀타임으로 전문과정을 이수 할 경우, 전문과정을
공부한 시간 만큼 유급 인턴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의 목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 가능

LCC 의 특 별 함
LCC 는 일반 컬리지와 다르게, BC (British Columbia) 정부의 지원으로 이민자들에게 무료 정착
서비스를 돕는 비영리 단체 ISS of BC (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의 부속기관 컬리지
입니다. 생활영어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다 현재는 국제 학생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부속기관으로 어학원을 세우게 되었고, 다른 사설 어학원들과 다르게 비영리
단체 부속기관으로써 저렴한 수강료에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S of BC 의 설 립 목 적 과 핵 심 가 치
▷ 교육, 정착, 고용 서비스 제공
▷ 지역 커뮤니티들과의 파트너쉽 연계
▷ 공정하고 통합된 커뮤니티 촉진제 역할

LCC 의 우 수 함
밴쿠버에서 최우수 컬리지로 알려진 LCC 는 현재 학생들의 90% 이상이 친구, 지인의 입소문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공부환경
매년 2,000 명이 넘는 LCC 학생들이 LCC 는 친근하고 편리한 공부환경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최고의 컬리지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시간대
파트타임, 풀타임 그리고 평일 오전, 오후, 저녁반 또는 토요일 주말 수업 등 다양한 시간대로
학생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
LCC 의 핵심인 모든 강사진은 대학학위와 TESL 자격증은 물론, 수년간의 교원경력을 비롯해 학생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밴쿠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LCC 컬리지에게 품질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LCC 는 Languages Canada 와 사립학교 보호협회
(PTIB)로 부터 승인 받은 컬리지이며, 또한 IRCC 로 부터 허가된 대학과정 교육기관(a postsecondary institution) 으로 학생이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입학허가서의 발행을 허가 받은 DLI
넘버가 있는 컬리지 입니다.
*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number: # O19279658882
* PTIB: The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Branch
*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SS Language and Career College of BC (LCC) 는 The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Branch (PTIB) 로 부터
지정된 기관으로, the Private Training Act 의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됩니다.
학생의 이름을 비롯한 개인 정보,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지불된 수강료 등은 the Student
Training Completion Fund 로 관리될 목적으로 PTIB 로 보내지며, 모든 정보는 PTIB section 26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라 수집됩니다.

등록방법
1. 모든 학생은
▪ 만 17 세 이상 이여야 하며, 코업 (Co-op) 프로그램의 경우 만 19 세 이상이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던 상관없이 학생이 19 세 미만 일 경우, 등록 시 계약서,
영수증에 부모님 혹은 보호자 사인이 필요 합니다.
▪ 캐나다 체류에 요구되는 사항에 준해야 합니다.
▪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목표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제너럴 잉글리쉬는 초급 (Beginner, CLB 1) 부터 상급자 (Advanced, CLB 7)까지 모든 레벨의 학생들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SL 집중반 은 높은 초급 (Upper-beginner, CLB 2)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을 가진 학생들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인텐시브 잉글리쉬는 낮은 중급자 (Lower-intermediate, CLB 3)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을 가진
학생들이 등록 할 수 있으며, 시험 준비반과 비지니스 디플로마는 중급 (Intermediate, CLB 4)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이 요구되고, 그 외 모든 디플로마 프로그램들은 높은 중급 (Upper Intermediate, CLB
5)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이 요구됩니다. 테솔 디플로마 (TESOL) 프로그램은 상급자 (Advanced, CLB 7)
혹은 그 이상의 레벨과 등록 전 쓰기 평가가 요구되며, 교생실습 (Practicums) 등록은 테솔 (TESOL)
디플로마를 85% 혹은 그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 한 하여 등록 가능 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들은 http://lcc.issbc.org/programs/ 에서 확인 하세요!.
3. 등록 신청 방법
LCC 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록 하기 위해, 원하시는 프로그램과 시간대, 시작 날짜 등을 결정하신
후 아래로 연락 주세요.
▪ 방문

#601-333 Terminal Avenue, Vancouver, BC V6A 4C1 (메인 스트릿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동쪽으로 두 블럭 떨어져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http://register.issbc.org/
▪ 이메일
question@lcc.issbc.org
▪ 전화
604-684-2325
▪ 팩스
604-684-2635 (팩스 내용에 수신인: LCC 를 명시 해 주세요)
▪ 우편
수신인: ISS Language and Career College of BC
#601-333 Terminal Avenue, Vancouver, BC, Canada V6A 4C1
4. 레벨 테스트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영어 레벨이 요구되므로, 등록 전 또는 후에 레벨 테스트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밴쿠버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학교 운영시간에 사무실 (#601) 로 방문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 해 주세요.
월 ~ 목 9:00 am ~ 7:00 pm
금 9:00 am ~ 4:00 pm
주말, 공휴일 휴무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등록 후 온라인 테스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를 마치셨다 하더라도 수업 시작 전 반드시 학교 사무실 (#601) 로 오셔서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재등록 학생의 경우, 마지막 수업으로 부터 1 년 이상 등록된 기록이 없다면, 레벨 테스트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코업 (Co-op) 프로그램 등록에는 최소 CLB 5, 낮은 중급자(Lower Intermediate) 레벨이 요구 (ESL
프로그램을 1 년 이상 공부하신 경우, 다시 레벨 테스트 ?)를되며, 인턴쉽을 시작 할 시점에는
반드시
▪ 최소 만 19 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전문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출석률 80% 이상, 성적 80% 이상).
▪ 학생비자와 워크퍼밋 혹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코업 (Co-op)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중요!!).
만약 학생이 입학 요구 사항에 준하지 못할 경우, 코업 (Co-op) 프로그램 등록이 불가능 하며, 해당
요구 사항들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LCC 상담직원들은 입학 요구 사항에 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코업 (Co-op)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추천 하거나, 코업 (Co-op) 프로그램 입학
요구 사항에 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방법 들을 추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등록을 위해 수강료는 반드시 완불 (혹은, 일정 금액 선 결제 와 안내된 결제 일정 참고)
되어야 합니다.
5. 결제방법
수강료는 캐나다 달러로 결제 되며, 현금, 직불카드 (Debit card),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비자카드 (VISA card), 마스터카드 (Master card), 은행어음 (Bank Draft), 은행이체 (Bank Transfer)
등의 방법으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결제금액, 프로그램 명, 수업 시작날짜와 종료날짜,

수업 시간 등이 표시된 영수증이 발행 되며, 환불규정은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환불규정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비, 레벨 테스트 비용 그리고 교재비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수업 자리 확보는 수강료 결제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수강료 결제 없이 자리 확보는 불가능 합니다.
장기간 수업을 등록 또는 계약 할 경우에 한 하여, 수강료를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총
수강료의 50% 이상을 선 결제 하셔야 하며, 나머지 수강료는 따로 학생에게 안내 드리는 결제
일정에 따라 결제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6.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와 수업 일정 변경
입학허가서는 학생비자를 신청 할 학생 또는 학생비자와 워크퍼밋을 신청 할 코업(Co-op)
학생들에게 발행 됩니다. 입학허가서가 발행 된 이후에 수업 일정 변경을 요청 하실 경우, 수업
일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