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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험하세요 

Kamloops,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가장 친근한 도시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 
Kamloops-Thompson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최고 품질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학습 환경: 

• 관대하고 차별 없는 환경 

•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 안전하고 친절한 사회환경 

• 소규모 학급 크기 

Kamloops-Thompson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캐나다 원주민의 전통 교육방식을 

통한 학습방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amloops을 선택하는 이유 
Kamloops-Thompson 국제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은 British Columbia 외 주변 

지역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amloops는 90,000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로, 주어지는 이점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한 사회와 저렴한 물가                                                                                                                                    

  고유의 캐나다 문화와 가족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사시사철로 가능한 휴양 

  British Columbia의 유명 고등학교 졸업 프로그램 참여와 Dogwood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 

학교 목록 
Kamloops-Thompson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여섯 개의 명성 높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Kamloops-Thompson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갖추고 있는 조건: 

• 품질 높고 우수한 학업 과정 

• 제2외국어(ESL) 과정을 통한 언어학습 지원 

• 고등학교 및 이후의 학업계획과 상담 지원 

• 운동부 

Kamloops-Thompson 소속 학교들이 제공하는 특별하고 다양한 과목: 

  Adventure tourism and sport specific courses 

  Fine arts programming 

  French immersion programming 

  Academic honours courses 

  Trades and Hairdressing programs 

  A UNESCO accredited high school 

  A rural Canadian high school 

  DigiPen Academy 

  Hockey Canada Skills Academy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 

 
캠룹스는 사계절과 온화한 기후를 모두 겸비한 자연의 명소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많습니다. 호수, 산책로, 스키, 스케이트 공원 그리고 

      실내/실외 수영장은 Kamloops 생활의 수많은 장점중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Kamloops에는 

         쇼핑, 영화관, Kamloops 하키 경기, 고급 레스토랑, 극장 등 많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Kamloops에서 생활하며 접할 수 있는 레저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부, 생활, 여행 모두를 하기에 좋습니다. 

 

새로운 문화, 학습, 생활 등 여러가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Kamloops는 가장 적합한 선택지일 것입니다! 

학생활동 프로그램 
학생들은 매월 여러가지 학생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활동의 중점은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러 

문화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Kamloops에서 제공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국제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캐나다 가족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희의 경험많은 홈스테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각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홈스테이 가족을 찾는데 심여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의 홈스테이 위치는 입학된 학교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될 것이며 주로 걸을 수                     

있는 거리이거나 학교버스나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학교 

왭사확인해 보십시오. 
• Clearwater Secondary School 
• Kamloops School of the Arts 
• NorKam Senior Secondary School 
• Sa-Hali Secondary School 
• South Kamloops Secondary School 
• Valleyview Secondary School 
• Westsyde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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