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유학 개요

북미 대륙의 약 2/5를 차지하며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 안정적인 인구 밀도, 낮은 범죄율,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로 유명합니다. 

1인당 GDP가 세계 17위(약 $46,125 / 한국 약 $33,347, 세계 26위 - 2018 한국은
행, The World Bank, 대만 통계청 기준)의 경제 강국이면서, 맥길 대학교, 토론토 대학
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보여주듯 세계 최고의 수준 높은 교
육을 자랑합니다. 유학생들에게도 공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캐나다는 북미지역에서
방언이 거의 없는 정통 영어를 쓰는 나라이자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국가로
인기 있는 선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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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미국식 표준영어 구사

지방 사투리가 없는 캐나다는 어느 지역이든 북미 식 표준영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북
미 식 영어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은 낯선 땅에서의 첫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발음에 적응
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초·중·고 유학 시 부모 동반비자 발급

캐나다는 자녀의 초·중·고 유학기간 동안 부모 중 1인이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
는 부모동반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나이 어린 유학
생들이 유학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학생활에 전
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무상교육 가능

캐나다는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정규과정(대학,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여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자녀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
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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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초중고 유학은 캐나다인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세계 Top 5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Top 순위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캐나다는 국민들의 정
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가 높으며, 안정적인 소득,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
경, 안전한 치안 등이 자랑입니다. 2019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Best Countries’ 순위에서 9.7점을 받아 세계 3위에 선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평가요
소 중 특히 ‘삶의 질 (Quality of Life)’ 부문은 10점 만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

다. 

교육을 위한 최상의 국가 세계 Top 5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캐나다에서 대학 진학
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교육의 질이나 수준 또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공교육
에 대한 정부차원의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달리 초중고 유학생들에게 공
립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는 2019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
한 ‘Best Countries for Education’ 순위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최상의 국가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다문화 사회

전세계 약 200여개국에서 매년 평균 25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
는 2018년부터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인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캐나다에는 전세계에서 이민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를 고수하고 타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가고 있으므로 캐나다에서는 인종차별을 찾
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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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제도

캐나다의 교육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에게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책임은 캐나다 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각 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도 각 주의 교육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각 주마다 각기 다른 교육제도
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정 등으로 구분되며, 의무교육은 초
등~중등교육까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유치원 1~2년, 초등학교 6년, 중
학교 2년, 고등학교 4년이 기본으로 전체적인 초중고 교육기간은 미국 및 한국과 동일한
12년제입니다. (*퀘백 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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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Elementary

캐나다의 초등교육은 유치원과정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 4~5세
가 되면 1~2년간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 6세가 되면 초등학
교에 입학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7학년까지, 온타리오
(Ontario)주와 마니토바(Manitoba)주는 8학년까지, 이 외의 모든 주는 6학년까지를
초등학교로 구분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과목을 따로 나누어 배우기 보다는 미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
를 통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와 산수에 대한 기초학습과 함
께 사회, 자연, 체육, 미술, 음악 등의 교육도 병행합니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생활습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 등을 학습합니다.

<과목 예시>

• 미술 The Arts 
• 불어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보건체육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언어 Language
• 수학 Mathematics 
• 과학과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 사회, 역사와 지리 Social Studies/History and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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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Secondary

졸업 후 학생들의 대학진학 혹은 취업에 필요한 기반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8~12학년, 온타리오 주와 마니토바주는 9~12학년, 퀘벡주는 6~11학년, 
이 외의 모든 주는 7~12학년을 중등교육과정으로 구분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수업처럼
과목에 따라 교실을 옮기며 담당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어나 불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체육, 제2외국어는 중등과정 졸업을 위한 필수 과
목이며, 그 외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과목 예시>

• 미술 The Arts 
• 경영 Business Studies 
• 캐나다 역사와 세계사 Canadian and World Studies 
• 고전과 국제 언어 Classic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 영어 English 
• 불어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진로와 취업교육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 보건체육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다원학 Interdisciplinary Studies 
• 수학 Mathematics 
• 과학 Science 
• 인문사회과학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기술교육 Technological Educa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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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의 교육제도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다른 독특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은 11
학년까지이며, 정규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일종의 대학 입학 예비 과정인 CEGEP 
(College d’Enseignement General et Professionnel)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2년간의 CEGEP 과정 교육을 받은 후 종합대학에 진학하거나, 1년
간의 기술교육 후 취업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
업한 학생들은 퀘벡주의 정규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없고 CEGEP에서 1년간의 추가교

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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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 별 교육제도

* 주명 약어

AB: 알버타
NB: 뉴브런스윅
PEI: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NS: 노바스코샤
QC: 퀘백
SK: 사스카츄완
BC: 브리티시 컬럼비아
ON: 온타리오
MB: 마니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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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캐나다 초중고등학교 신학기는 9월에 시작되며 다음 해 6월까지가 한 학년(Academic 
Year) 입니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1 2학기의 학기제(Semester) 또는 1년제
(Linear)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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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 별 고등학교 졸업요건

캐나다는 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요건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캐나다 대학진학을 위해
서는 대학전공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목, 학점, 선택과목 등을 미리 계획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 고등학교 졸업장
Dogwood Diploma

① 10~12학년 동안 최소 80학점 이수 : 필수 과목 44학점 + 커리어 교육 과정 8학점
+ 선택 과목 최소 28학점

② BC주 Provincial Assessment

온타리오

ON주 고등학교 졸업장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OSSD)

① 9~12학년 총 30 학점 이수: 필수 18학점 + 선택 12학점
② 40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③ 온타리오주 Literacy Test 합격 (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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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AB주 고등학교 졸업장
High School Diploma

① 10~12학년 총 100학점 이수
② 졸업시험 (Provincial Diploma Exams)

마니토바

MB주 고등학교 졸업장
High School Diploma

9~12학년 총 30학점 이수 (필수 17학점 + 선택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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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VS 한국 교육제도

캐나다 한국

성적 평가

• 절대평가
• 교사에 의해 A~F 및 과목별 % 평

가
• 학급 석차 및 전교 석차 나누지 않

음

• 상대평가
• 학급 석차, 전교 석차, 전체% 표기
• 1~9등급의 등급제

수업 시간 1교시 당 65분 수업 /  5교시 수업 1교시당 50분 수업 /  8교시 수업

수업 방식

• 중, 고등학교는 대학교처럼 수강
과목에 따라 이동식 수업

• 과목별로 교사, 학생수 및
classmate 다름

• 지정 교실제, 교사가 과목에 따라
바뀌어 들어옴

• 특별활동을 제외하고 지정된 교실
에서 수업

필수 과목
• 9~12학년은 과목 선택 가능
• 필수과목은 이수해야 함

모든 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함

문과/이과/
예체능 반

• 문과, 이과, 예체능 반 구분 없음
•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과목 선택

고등학교 진학 시 문과와 이과로 나
뉘어짐

교과 과정
보통 1년 8과목 수강 (영어, 수학, 과
학 등 필수 과목 + 선택 3~4과목)

학년별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지정된
과목으로 수업

수업 분위기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토론
식 수업 방식, 질의와 발표시간이 많
음

•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
육

• 토론식 수업에 익숙하지 않음

학생 관리
• 엄격한 교칙 및 처벌
• 경고, 정학, 퇴학이 한국보다 빈번

• 처벌은 경고, 사회봉사, 정학이 엄
중한 처벌이며

• 퇴학은 매우 드물게 시행

여름 학교
Summer School 제도가 있어, 여
름학기 과정을 통해 1학점(Credit)
을 이수

별도로 없음

방학
• 겨울방학 3주
• 봄방학 1주
• 여름방학 2개월

• 겨울방학 2개월
• 봄방학 2~3주
• 여름방학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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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시험

• 과제나 퀴즈를 통한 결과로 점수
부여

• 중간/기말고사가 획일적이지는
않으며 교사 재량에 따라 점수 배
점

학기별 중간/기말고사가 정해져 있
고 시험 결과와별도 평가 항목에 따
라 성적 부여

졸업

• 12학년 코스 크레딧 6개를 포함
한 총 30개 코스 패스

• 필수 과목은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주정부 시험 패스해
야 함

정해진 교과 과정 이수 및 수업일수
를 채우면 졸업

대학 진학
11~12학년 내신성적 반영 + 주정부
시험 패스

내신 성적 + 대학수학능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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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중고 유학의 형태

나홀로 유학

말 그대로 학생 홀로 유학 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유학이 모두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학교 규정 상 부모 중 1인이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홀로 유학 생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학생 이상부터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의 경우, 기숙사가 제공되는 사립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공립학교는 홈스
테이를 이용합니다. 유학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한국 대학 진학,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대학으로 진학, 취업 및 영주권 취득 등으로 연결됩니다.

관리형 유학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 홀로 유학하되, 학교 수업에 추가로 방과 후 수업, 주말 수업
등이 관리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관리형 유학이라 합니다. 방과 후에도 철저
한 관리하에 있어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학업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일 방과 후 매일 2시간 정도의 학과목 수업, 주말에는 집중 Writing, TOEFL, SAT 등
의 수업을 진행하며, 관리자가 학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학생을 관리, 지도합니다. 
자녀의 학업성향과 문제점, 어려운 점 등을 관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엄선된 홈스테이 또는 지정
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기본 학비와 숙소비 이외에 학생 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부·모 동반유학

학생의 유학 기간 동안 부모 중 1인이 함께 동반하여 유학 기간 동안 학생과 함께 생활하
는 형태입니다. 캐나다로 미성년 자녀가 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유학하면, 부모 중 1인에
게 6개월 이상 동반 체류가 가능한 임시거주방문 비자(TRV: Temporary Resident 
Vis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학생의 학업 기간 동안 함께 체류가 가능하므로, 미성년 학생들이 현지에서
홀로 적응하며 힘든 유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이
고 편안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및 학년에 따
라 부모 중 1인이 의무적으로 학생과 함께 거주해야 함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곳도 있습
니다.) 

부·모와 함께 별도로 거주할 곳을 구해 생활하게 되므로, 학생 1인 경비 외에 주거비(집
렌트비, 공과금), 생활비, 차량(구입 또는 렌트) 유지비, 동반자의 생활비 등을 예상하여
유학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단기연수

단기연수는 방학 기간을 이용한 캠프 등의 단기간의 어학연수를 의미하며, 보통 3주에서
8주 정도로 구성됩니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어학연수+액티비
티에 참여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구를 사귀며, 해외에서의 체험을 통해 견
문을 넓히는데 목적을 둡니다.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독자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각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로 반을 구성
하므로 연수 중 이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으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 보면서 차후 정식
유학을 위한 워밍업 단계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대부분 캐나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정도 아니고 정규 수업을 수강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영어 실력 향

상의 기대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유학형태에 따른 간단비교표

구분 나홀로 유학 관리형 유학

권장대상 중학교 이상 초 4 이상

기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자형태 학생비자 학생비자

학교형태 공·사립 모두 가능 해당 학교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지정된 숙소

특징
• 자립심, 독립심 향상
• 개인별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

•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체계적인 대학입시준비
• 추가 관리비 발생

연간비용 $40,000~75,000+ • $50,000~65,000+

구분 부·모 동반유학 단기유학

권장대상 초등학교 이상 초 5~6학년 이상

기간 제한 없음 3~8주

비자형태 학생비자 / 부·모 임시거주비자 관광비자(ETA)

학교형태 공·사립 모두 가능 해당 학교

숙소 개별 주거 지정된 숙소

특징
•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
• 개별주거에 따른 예상경비 책정
• 자립심 형성에는 불리

• 주로 방학기간 이용
• 정식유학 전 워밍업
• 영어향상 기대치는 낮음

연간비용 최소 $60,000 이상 • 4주 약 600~700만원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 위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 비교표로 학교나 선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내
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연간비용은 학비 및 생활비의 예상 비용입니다.
⁎ 관리형 유학이나 단기유학은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선택

이 제한적입니다.

<참조>
주별 성인의 나이 기준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Montreal), 
Saskatchewan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학교의 종류

캐나다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평준화된 공교육 실
현 정책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수준 차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공립학교 (Public Schools)

공립학교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학생의 입학 및
학비정책은 주마다 또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남녀공학으로 기숙사가 없으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학교는 영어연수 프로그램(ESL)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평준화된 공교육 실현 정책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수준 차가 거의 없으며 지
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에 1학기를 시작하여 초
등학생은 1월, 고등학생은 2월에 2학기를 시작하고 6월에 한 학년을 마치는 2학기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학생의 경우 1, 2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는 평균 20~30명입니다.

사립학교 (Private or Independent Schools)

인가된 사립학교는 주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정한 학과 과정이나 그 밖
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종교를 따르는 학교들이 많으며, 남학교, 여학교, 남녀
공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들
은 입학요건이 까다로워 우수한 내신성적, 영어성적, SSAT 등의 시험성적, 인터뷰 등을
요구하며, 영어연수 프로그램(ESL)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영어실력은
필수입니다. 교사:학생 비율도 낮은 편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10~20명 미만으로 구성
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국제사립학교 (International Schools)

캐나다 내의 외국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위한 학교로 학생의 대다수가 아시아계 학생이며, 
소수의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처음 유학 온 학생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응하기에 좋은 학교입니다. 입학조건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으로 성적이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국제사립학교에서 공부한 후 일반공
립이나 명문사립학교로 전학을 준비할 수 있으며, 입학시기가 연중 수시로 되어 있어 편
리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연수 프로그램(ESL)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2
학기제인 일반 학교에 비해 여름학기를 운영하는 3학기제를 채택하여 조기졸업을 원하
는 학생들의 빠른 학점이수가 가능합니다.

학교의 종류는 등∙하교의 형태에 따라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통학학교(Day 
School)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학교(Boarding School)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통학과 기숙을 병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숙학교의 경우, 외국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외국학생들이나 타 지역에서 온 캐나다 학
생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학교 근처에 친지가 있거나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에는 통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거나 다소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기숙사가 부담스러운
경우, 현지 적응을 위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유학을 시작할 수 있는
홈스테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공립학교 vs 사립학교

구분 공립학교 사립학교

연간 학비
(유학생 기준)

C$14,000~16,000 이상
학교별 편차 있음 (약 $35,000 이
상)

숙소형태 홈스테이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유학생
입학여부

가능 가능

입학연도 9월, 1월(2월) 9월 (학교에 따라 다름)

관할 소속 교육청 해당 학교

ESL
수업 제공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공립학교는
제공

학교에 따라 다르며, 명문사립은 없
는 경우가 많음

입학신청 및
심사

교육청에 신청 및 배정 (내신성적
위주로 심사)

학교별 입학요강에 따른 입학지원
및 심사 (명문사립학교일수록 까다
로움-내신성적, 토플, SSAT, 인터
뷰 등 필요)

특징

• 한 학급당 학생 수 20~30명
• 남녀공학
• 사립학교보다 학비저렴
• 교육수준이 높고 평준화되어 있

음
• 입학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편
• 일반공립, 카톨릭공립, 
• 불어학교(French Immersion) 

등

• 한 학급당 학생 수 10~20명
•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 학구열 및 학업 경쟁률이 높음
• 우수한 학교시설 및 기숙사 제공

(해당학교)
• 학교별 전통과 규율이 엄격
• 명문대학 진학이 목표

⁎ 위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표로 학교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숙소는 나홀로 유학 기준이며, 부모 중 1인과 동반 시 부모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학비는 예상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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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중고 유학 지원 절차

학교선정

캐나다는 중등교육 기관들의 공식적인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모두 높은 수준의 프로그
램들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결정할 때는 그 교육기관의 종류, 학교의 크기 그리고
지역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각 주별 교육제도가 상이하고, 공립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부모 중 1인이 동반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류해야 하므
로 기후나 생활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학교 선정 시 고려사항

• 학급 정원 및 총 학생수
• 학교 위치
• 기숙 학생 비율 및 한국 학생수
• 지원 학생 수준
• ESL 과정 유무
• 학비 및 기타 부대비용
• 대학 진학 현황
• 학교 재정 상태
• 교사들의 학력과 경력
• 지역적 생활여건 및 기후
• 유학에 대한 학생의 의지
• 유학을 가려는 목표와 이유
• 학생의 장래희망
• 학생의 개인적, 학업적 성향
• 유학의 필요성 여부
• 학생의 연령 및 유학시기
• 영어실력 및 영어점수 보유 유무
• 학과성적(내신성적)
• 시험점수(SSAT 등) 보유 유무
• 부·모 동반여부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초중고 유학이 보편화 되고,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유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유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힘든 유학 생활로 인하여 성적과 자기
관리가 안되어 다시 귀국하는 사례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학을 결
정할 때는 학생의 유학에 대한 의지, 장래 희망에 따른 유학의 필요성, 지원자의 학업성
향, 영어실력, 내신 성적 등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 지
역, 학교, 시기 등을 상담 받고, 선정하고, 지원할 학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모님과 지원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입학지원

캐나다 초·중·고 유학은 학교종류, 즉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따라 관할하는 교
육청 또는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지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학지원을 합니다. 

공립학교

유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은 각주의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
에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입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립학교(공립교육청) 입학지원 구비서류

①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② 입학신청비 (Application Fee)
③ 내신성적표 (Transcript): 최근 2~3년간의 내신성적
④ 여권 사본
⑤ 가디언 서류 Custodianship documents(Notarized): 공증된 가디언 서류

입학 신청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 중 유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고 정원이 남아 있
는 학교로 학생을 배정하고 입학허가서를 발급하는데, 특별히 원하는 학교가 있거나 또
는 학생의 특기에 맞는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학교의 이름, 학생의 특기사항을 작
성하여 지원서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하면 학교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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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는 거주하는 주소지에 맞게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합니다.
✓ 중·고등학교는 입학 희망 학교를 3개 정도 정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그 학교들에 자

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
✓ 입학지원시기: 입학일로부터 최소 3~6개월 전 권장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해당학교에서 직접 입학 신청을 접수 받아 심사를 합니다. 명문 사립학교는
학년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 지원 서류처럼 내신성적, 영어성적(토플 등), 시험 성적
(SSAT 등),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등 많은 것을 요구하며 원서 마감일이 지정되어 있
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입학지원 구비서류

①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② 입학신청비 (Application Fee)
③ 내신성적표 (Transcript): 최근 2~3년간 내신성적
④ 추천서 (Teacher Recommendation)
⑤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⑥ 부모 에세이 (Par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⑦ 표준 시험 성적 (Standardized Test Score) 또는 학교 입학 시험
⑧ 공인 영어 성적 (Official English Test Score)
⑨ 인터뷰 (Interview)
⑩ 사진 (Photograph) 및 여권 사본
⑪ 가디언 서류 Custodianship documents(Notarized): 공증된 가디언 서류

<참고>
✓ 입학지원시기: 지정된 원서마감일 또는 지정된 날짜가 없더라도 입학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 권장
✓ 토플이나 SSAT 또는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는 경우, 전년도 12월까지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점수는 늦어도 1~2월까지 제출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원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①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통상적으로 학교 자체의 온라인 입학지원서 또는 출력물 (Printable Format) 형태의
오프라인 입학지원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입학 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란에는 지원자/부
모 및 가디언 서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예시>

✓ 신상정보 Biographical Information: 이름/연락처/성별/생년월일/현재학년/지
원학년/지원형태 등

✓ 국적 등의 신분정보 Citizenship Information: 현재 국적/학생 비자 소지 여부 등
✓ 인종 및 학력정보 Background Information-Ethnic/Education: 인종(옵션)/

모든 학력사항/재학중인 학교형태-공, 사립여부/재학중인 학교연락처
✓ 시험 정보 Test Information-SSAT/ISEE/PSAT/SAT/ACT/TOEFL: 테스트 날

짜 또는 예정일, 취득점수 등
✓ 과외 및 특별 활동 경험 Activities: 교내/외 개인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리스트 업, 

활동명/기간/주당 활동시간/Position/참여 정도 등 (음악, 연극, 예술, 커뮤니티 서
비스, 창작, 운동, 파트타임잡, 취미생활 등 주요 활동내용을 상세히 리스트 업)

✓ 학업 및 개인적인 성취도-수상경력/자격사항 등 Academic and Personal 
Achievements: 수상경력이나 자격증 취득한 내용을 열거하거나 상세히 기술

✓ 가족정보 Family Information: 부모, 형제자매의 이름/연락처/직업/학력-학교명
/지원교에 재학했던 경험

✓ 가디언정보 Custodian Information: 현지 가디언 이름/연락처/시민권 또는 영주
권자 표기

✓ 희망 진학 학교명: 공립학교(교육청) 입학신청서 중 Secondary 이상 지원하는 경
우 진학 희망교 3개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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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학신청비 (Application Fee)

캐나다 학생(Domestic)과 외국학생(International) 지원자로 분류하여, 유학생의 경
우 보통 CAD 150~500 안팎입니다. 원서 제출과 동시에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온라인
지원인 경우 Credit Card(Visa 또는 Master 등의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 카드)로 온라
인 결재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은행에서 Money Order 라는 수표를
발급받아 입학 지원서와 함께 동봉하여야 보냅니다. 

입학신청비를 납부해야 서류 심사를 합니다. 요즘은 보통 온라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
리하게 신용 카드로 온라인 결재를 하면 되며, One Time 비용으로 입학 신청비 납부 후
지원을 취소해도 환불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③ 내신성적표 (Transcript)

최근 3년간 (현재 Current Year + 직전 2년 Previous two years) 또는 2년간의 성적
증명서(Official Transcript)를 요구합니다. 또는 지원 학년과 학교에 따라 초등학교부
터 현재 학년까지의 성적 증명서를 모두 요구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Official Transcript은 반드시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행하여 학교 봉투에 넣어
Seal 처리하여 밀봉된 상태에서 재학/졸업학교에서 지원학교로 바로 발송되어야 합니
다. 당연히 명문 보딩스쿨일수록 높은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학에 유리하다. 주
요 과목인 영어/수학/과학/역사의 성적이 중요시됩니다. 

④ 추천서 (Teacher Recommendation)

명문 사립학교는 3~4부까지 요구하는데, 현재 담당인 영어교사, 수학교사, 담임 및 그
외 교사 추천서 등으로 구성돱나다. 영어와 수학과목 담당교사 이외에 지원자를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과목 교사나 만약 지원자가 별도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특기에 대해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별도 교육을 받아왔거나 지원자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분야 코치나 교사 및 Instructor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추천서 내용은 판에 박힌 내용이 아닌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뢰를 나타내는 내용, 친구와
의 협동적인 모습,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 참여상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이 담겨 있어야 하며 학생의 약점과 강점이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립학교
(교육청) 지원 시 대부분 요구되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1부 정도 제출하면
됩니다. 

⑤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주로 명문 사립학교에서 요구합니다. 설문지(Student Questionnaire), 주어진 몇 개
의 토픽에서 선택하여 각 200~400자 내외로 작성하는 에세이(Student 
Essay/Statement), Graded Writing Sample(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하여
담당 교사에게 채점을 받은 writing sampl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요구할 때는 지원하는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⑥ 부모 에세이 (Par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부모가 작성하는 에세이로 학교에 따라 필수 또는 옵션으로 요구됩니다. 주로 명문 사립
학교에서 요구되며, 1~2 페이지 정도로 주어진 양식 안의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⑦ 표준 시험성적 (Standardized Test Score) 또는 학교 입학시험

학교 자체의 입학시험으로 영어와 수학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학교에 방문하
여 입학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SSAT 시험 점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학생에
게는 무조건 SSAT 점수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로 명문 사립학교들이 이러한 별도의
테스트 성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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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인 영어 성적 (Official English Test Score)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최근 3~4년간 영어로 수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보통 TOEFL 성적을 제출하면 되며, 저학년인 경우 SLEP 테스트 성
적을 인정해 주기기도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종류를 확인하여 준비합
니다. 공립학교(교육청)는 유학생을 위해 ESL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인 영어 성적
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ESL이 제공되는 경우 공인 영어성적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 도착 후 영어 테스트를 통해 학생에게 맞는 영어 레벨을
판단하여 수강할 과목을 정하게 됩니다. 

⑨ 인터뷰 (Interview)

사립학교에서 대부분 요구합니다. 방문 인터뷰를 권장하나 유학생의 경우 전화나
Skype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⑩ 사진 (Photograph) 및 여권 사본

보통 입학 지원서 우측 상단에 얼굴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여권 용
사이즈인 경우가 많고 그 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답게 웃는 얼굴의 정면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서 부착 외에 추가 매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보통 사진이 나와 있는 면의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⑪ 가디언 서류 Custodianship documents(Notarized): 공증된

가디언 서류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캐나다에서 나홀로 유학 시 캐나다 영주권 이상의 법
적인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가디언(Guardian)이라 합니다. 

가디언 서류는 입학 신청 시 또는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제출하게 되며, 학생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가디언 수락서
현지 가디언이 보호자로써 학생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모든 책임을 다한다고
밝히는 서류(현지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서명 및 공증)

가디언 지정서
해당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학생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가 현지 가디언을
지정하는 서류(부모가 한국에서 서명 및 공증)

가디언 서류는 입학 신청 시 또는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제출하게 되며, 학생 비자 신청 시
에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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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수속절차

캐나다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는 9월로 정보수집부터 학교선정 등 전체적인 유학준비
는 최소 6개월~1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립학교 입학수속 절차 예시

명문 사립학교 입학수속 절차 예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유학시험정보

SSAT (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

SSAT는 미국 사립 중등학교 입학시험으로 Grade 3부터 PG 학생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Elementary(초급), Middle(중급), Upper(고급) 등 세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시험
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Standard Administration(정기시험)은 연간

8회 지정된 날짜(토요일)에 전 세계의 모든 시험센터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며, Flex 
Administration(임시시험)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시험으로, 정기시험일로 지
정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시험이 시행됩니다. 

SSAT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교 내신과는 달리 지원자의 학업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것
으로 주 목적은 지원자의 기초 언어(Verbal), 수리(Quantitative), 읽기(Reading)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SSAT의 결과는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SSAT Level 및 Format>
• Elementary Level SSAT–현재 Grades 3-4학년
• Middle Level SSAT–현재 Grades 5-7학년
• Upper Level SSAT-현재 Grades 8-12학년

SSAT는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2개의 수리 영역(Quantitative/Math), 1개의
언어 영역(Verbal), 1개의 독해 영역(Reading Comprehension), 1개의 작문 영역
(Writing)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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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3~4, 초급시험 Elementary Level Test Format

Section 문항 수 수험 시간

Section 1 수리 (Quantitative/Math) 30 30

Section 2 언어 (Verbal) 30 20

휴식 Break 15

Section 3 독해 (Reading) 28 30

논술 Writing Sample 1 prompt 15

Totals 89 110분

Grade 5~7, 중급시험 Middle Level Test Format & Grade 8~11, 고급
시험 Upper Level Test Format

Section 문항 수 수험 시간

논술 Writing Sample 1 25

휴식 Break 5

Section 1 수리 (Quantitative) 25 30

Section 2 독해 (Reading) 40 40

휴식 Break 10

Section 3 언어 (Verbal) 60 30

Section 4 수리 (Quantitative) 25 30

Section 5 실험문항 (Experimental) 16 15

Totals 167 3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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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Level Test 영역별 내용
(*각 레벨 별 시험 포맷에 대한 상세 내용은 SSAT 웹사이트 참조)

Writing Sample(논술)
두 개의 주제 중 1개를 선택 (Creative writing prompt / essay-type prompt)하여
25분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성적은 평가하지 않으나 지원하는 학교로 SSAT 성적과 함
께 보내져 학교측에서 지원자의 writing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지는
성적표에는 함께 동봉되지 않습니다.(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비용 지불) 비교적

짧게 주어지는 주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장황하게 쓰지 말고 간략하게 의견을 표현하여 시간 내에 완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antitative(Math) Section(수리, 수학)
전체 50문항으로, 2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며, 산술, 기초 대수, 기하학, 기타 수학적 개념
의 풀이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파트당 25문제씩 각 30분간 시험을 봅니다. 사칙연산과
백분율, 소수 및 정수, 비율, 양수와 음수의 개념, 대수의 기본 개념, 기하의 기본 개념 및
치수, 그래프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분야입니다. 영어로 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거의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Reading Comprehension Section(독해)
총 40문제이며, 글을 읽고 주어진 글의 주제나 추론을 끌어내는 문제, 또 지문의 전체적
인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합니다. 40분간 진행되며, 각 지문은
250~350자 정도의 길이로 문학소설(Literary fiction), 인문(Humanities-
biography, art, poetry), 과학(Science-anthropology, astronomy, medicine), 
사회(Social studies-history, sociology, economics)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
다. 각 지문에 대한 내용 및 작가의 스타일, 목적, 관점에 연관된 질문이 나오며, 소설, 시, 
단편소설, 에세이의 서술형태와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의하는 논쟁 형태의 지문을 사용
합니다. 

Verbal Section(언어, 어휘)
총 60개의 문항 중 동의어(Synonyms) 관련 30문항, 유사어(Analogies) 관련 30문
항으로 구성됩니다. 동의어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고
르는 것이며, 유사어는 단어들간의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휘
력, 언어추리,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섹션으로 30분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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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됩니다. 어휘섹션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어
려운 부분이며 어휘력 배양을 위해서 접두어, 접미어, 그리고 어간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
이 됩니다.

Experimental Section(실험 문항)
16문항으로 SSAT Board에서 장차 새로운 시험 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
는 시험입니다. 출제된 문제들이 장래 SSAT 시험문제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목적으
로 시행되며, 이런 실험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제는 미래의 SSAT 문제로 활용

됩니다. 성적평가는 하지 않으며 15분간 진행됩니다. 6개의 언어, 5개의 읽기, 5개의 수
리 문제로 구성됩니다.

채점 방식

SSAT는 틀린 문제에 벌점을 매깁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에 1점을 가산하고 오답에 1/4
점을 감산합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적당히 채워 넣기 식으로 답안을 작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답을 '찍기'로 선택하는 것이 절대
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선다형문제는 5개의 항목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
을 찍으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은 당연히 20%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닌 것들을 두 개
정도 추려낼 수 있다면 3개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찍은 항목이 정답일 가능
성은 1/3로 커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답을 '찍기'로 선택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5개 중 3의 오답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정답을 선택할 확률은 반반이 됩니다. 그러나
오답을 한 문항도 가려낼 수 없다면 답란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시험 등록

① www.ssat.org에 접속
② 등록 마감일 확인
③ “Register Online”클릭
④ 예전에 시험을 등록했던 경우: Web Login ID & password 입력
⑤ Student Information, Test Information, Score Reporting Information을

입력하고 비자/마스터 카드 정보입력

⑥ 입력했던 정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신청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맞으면
confirm 클릭

⑦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SSAT Admission Ticket"을 출력

[준비물]
여권: 신청자의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 가능한 VISA/MASTER 카드로만 수험비용 지불
이 가능합니다.

성적표 판독 방법

성적표에는 상단부분에 이름과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주소, 테스트센터, 
테스트 레벨, 학년, 성별, 생년월일 등 수험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고, 둘째 부분에 성적
이 표기됩니다. 테스트 레벨에 따라 점수 스케일이 다릅니다. 

SSAT 성적 및 스케일

SSAT 성적은 3가지 영역(Verbal, Quantitative/Math, Reading)으로 나뉘며, 세 영
역의 총점도 함께 나옵니다. 
✓ Middle Level SSAT의 최저점은 영역별 440점이며, 최고점은 710점
✓ Upper Level SSAT의 최저점은 영역별 500점이며, 최고점은 800점
✓ 종형곡선상의 표기는 평균에서 50% 상위권 및 50% 하위권을 표기

http://www.ss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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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T Percentile (백분위 점수)

SSAT Percentile은 1(최저)~99(최고)로 배점되며, 지난 3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기시험을 치른 같은 학년 및 성별의 학생들 성적을 비교 평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란 수험생 100명 중에 자기보다 못한 학생수가 90명이란 뜻이고 99%는 100명중
에 1등입니다. 보통 40대 명문 학교는 최소 90%는 나와야 합니다. SSAT 점수는 시험
을 치른 후 2주가 지나면 지정 학교에 통보됩니다. 집으로 우송된 학부모용 점수
(parent's copies)는 학교통보 후 4주가 지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SSAT는 미국 사립 고등학교 입학시험으로 Grade 3부터 PG 학생들을 대상으로
Elementary, Middle, Upper의 세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시험 집행은 두 가지 유형으
로 나뉘는데 Standard Administration은 연간 지정된 토요일(8회)에 전 세계의 시험
센터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Flex Administration은 개인이나 그룹 테스트로
Standard Administration의 지정된 8회의 시험일을 제외한 다른 날짜에 시험이 진행
됩니다. SSAT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교 내신과는 달리 지원자의 학업 능력 자체를 평
가하는 시험으로 주 목적은 지원자의 기초 언어(Verbal), 수리(Quantitative), 독해
(Reading)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SSAT의 결과는 지원자의 잠재적인 학문적 능
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험 장소

한국에서 SSAT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래 두 학교이며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
• 계원중학교 (Gaewon Middle Schoo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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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용

등록형태 테스트 유형 비용(US$) Timing

Regular
정기

Domestic Standard-Middle/Upper 
Level 중급/고급

144
테스트 3주전 마

감미국, 캐나다,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사이
판, 버진아일랜드에서 응시하는 경우

Regular 
정기

International Standard-
Middle/Upper Level 중급/고급 279

테스트 3주전 마
감

위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

Late 추가
등록

등록비+추가비 (US$45)
테스트 3주전 시
작 ~ 2주전 마감

Rush 2차
추가등록

등록비+추가비 (US$85)
테스트 2주전 시
작 ~ 테스트 주

수요일마감

Regular 
정기

Elementary Level 초급시험 197

Change 
Fee 변경비

시험일 혹은 시험장소 변경시 추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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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은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 www.ets.org)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영어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
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8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하는 2,400개 이상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원)에서 입학지원자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TOEF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립 중, 고등학교 지원자들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
나, 최근 3~4년 이상 영어로 교육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TOEFL 시험성적 제출을
요구하며, 명문 사립 보딩스쿨 지원자들의 평균 TOEFL IBT 성적은 최소 100점~110
점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TOEFL시험의 형태는 PBT (Paper Based Test), CBT (Computer Based Test), 
IBT (Internet-Based Test) 등 3가지가 있는데, 이중 IBT (Internet-Based Test) 
시험이 Speaking(말하기) 테스트가 추가된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TOEFL로 우리 나라
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TOEFL IBT란?

TOEFL IBT는 Internet-based Test 약자로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의 뒤를 잇는 차세대 토플을 일컫는 말로 고사장의 컴
퓨터에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실시됩니다. 

Speaking 영역과 한층 강화된 Writing 영역이 추가된 새로운 시험유형으로, 기존 시험
에 비해 학술적 환경에서의 영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적합한 시험으로 여겨지
고 있습니다. ETS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선보인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토플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구사능력은 떨어지므로 미국 대
학들에서 말하기 시험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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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시험의 특성

말하기 영역이 생기고, 문법 영역은 사라졌다.
PBT, CBT 시험의 고득점자 중 실제 영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하기(Speaking) 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PBT, CBT 
시험에 있던 문법(Structure) 영역은 없어져 문법 실력만 따로 측정하지는 않게 되었습
니다.

통합형 문제가 출제된다.
언어의 4가지 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형 문제가 말
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 영역에 추가되었습니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읽고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두 문제가, 쓰기 영역에서는 '읽고 듣고 쓰기' 한 문제가 출
제됩니다.

시험보면서 필기(Note-taking)를 할 수 있다.
네 가지 영역 모두 시험을 보면서 필기(Note-taking)를 할 수 있다. Note-taking을
잘 하는 것이 iBT 토플 시험을 잘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Note-taking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Note-taking에 필요한 종이와 연필은 고사장에서 나누어주고, 시
험이 끝나면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
시험일로부터 15일(주말, 공휴일제외) 후에 인터넷으로 ETS 토플 등록 사이트에서 성
적을 확인할 수 있고, 성적표는 15일 + 7~10일 후 신청한 주소로 도착합니다. 성적표에
는 총점, 영역별 실력평가와 Feedback(영어 구사력 설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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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시험 영역별 구성 및 점수

구성과목 문항 수 시간 점수

Reading

3~5개의 독해 지문 (각각 13~14개 문항)
• Part 1: 지문 1개 - 20분
• Part 2: 지문 2개 - 40분
• Part 3: 지문 2개 - 40분

60~80분 30점

Listening
4-6개의 강의 혹은 토론 (각각 6개 문항)
2~ 3개의 긴 대화 (각각 5개 문항)

60~90분 30점

Break 10분

Speaking
2개의 독립형 과제 (Independent task)
4개의 통합형 과제 (Integrated task)

20분 30점

Writing
1개의 통합형 과제 (Integrated task)
1개의 독립형 과제 (Independent task)

50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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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Advanced Placement) 

AP는 북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대학 수준의 공
부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대학위원회 College 
Board(https://www.collegeboard.org/)가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대학 과목으로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한다
고 보면 됩니다. 

College Board는 매년 AP 시험을 실시하여 A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
고 있습니다. 국내 시험은 매년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시행되며, 시험의 난이도는 대
학교 1,2학년 수준입니다. 5점 만점이며, 3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의 대학교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성적은 대학 입학 시 가산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AP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입니다. 10학년때
부터 수강이 가능하나, 대개 11학년부터 수강합니다.

AP의 장점

AP 수강은 입학 사정 시 유리하고, 대학 입학 후 조기 졸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AP 수강의 장점을 들자면, ‘AP Scholar Award’를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 신청 시 성
적을 제출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을 일찍 졸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AP 과목 학점을 인정받고, 다른 학생들보다 적
은 수의 과목을 들어도 되므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과목 수업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학부에서
의 성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Harvard 대학에서 발표한 AP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 입학생들의 평균 AP 
과목은 5개 이상이고, 점수는 대부분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
의 학점(GPA)과 등수(Class rank), 얼마나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나 등은 AP, IB 또는
Honor 코스 등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AP 과목들

AP Capstone 
AP Research 
AP Seminar 

Math & Computer Science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AP Computer Science A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AP Statistics 

Arts
AP Studio Art: 2-D Design
AP Studio Art: 3-D Design
AP Art History 
AP Studio Art: Drawing
AP Music Theory 

Sciences 
AP Biology 
AP Chemistry
AP Environmental Science 
AP Physics 1: Algebra-Based
AP Physics 2: Algebra-Based
AP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
AP Physics C: Mechanics

English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AP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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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anguages & Cultures 
AP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P French Language and Culture
AP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P Italian Language and Culture 
AP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AP Latin
AP Spanish Language and Culture

AP Spanish Literature and Culture 

History & Social Science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P European History 
AP Human Geography
AP Macroeconomics
AP Microeconomics
AP Psychology
AP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Politics
AP United States History 
AP World History: Modern 

자료출처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course-index-page
http://research.collegeboard.org/programs/ap/data/archived/2013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course-index-page
http://research.collegeboard.org/programs/ap/data/archive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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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시험과 채점방식

1) 구성

각 과목마다 시험시간이나 문항 수, 시험기간 등이 제 각각이지만 대부분 객관식 문제
(Section I : Multiple-choice Questions)와 주관식 문제(Section II: Free 
Response Questions)로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2) 점수

객관식은 5지 선다형이며, 주관식은 에세이, 짧은 서술형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
식으로 출제됩니다. 주관식 답의 경우 College Board에서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요점
들이 얼마나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객관식의 경우 틀린 문제
에 대한 감점 없이 맞은 문제만 점수에 반영됩니다. 과목마다 다른 점수 분포 비율을 가
지고 있으며 대부분 4점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점수는 1점부터 5점으로 주어지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성취도가 높음을 뜻합니다.

5점 Extremely well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A를 받을
수 있는 수준

4점 Well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B를 받을
수 있는 수준

3점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C를 받을
수 있는 수준

2점 Possibly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D를 받을
수 있는 수준

1점 No recommendation 의미 없음

자료출처
https://apscore.collegeboard.org/scores/about-ap-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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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소요시간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 문제형식

객관식은 5지 선다형이며, 주관식의 경우 에세이, 짧은 서술형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또한 AP 미술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작품 포트폴리오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5) 시험일정

AP 시험은 매년 5월 실시되며 대개 1~3주 사이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전, 오
후로 나누어 시험이 진행되는데, 과목마다 시험 응시 일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에 맞
게 신청하면 됩니다. 시험 일정상 2개의 과목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P Late에 신청
하여 (2주간의 정규 시험일정이 끝난 이후) 5월말에 배정되어 있는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2020 AP Exam Dates 시험일정 안내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exam-calendar

https://apscore.collegeboard.org/scores/about-ap-scores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exam-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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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결과

7월 중 학생 및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 그리고 학생이 지원한 대학교에 통보됩니다.

College Board 에서 수상하는 AP 우수상과 레벨

AP Scholar 3과목 이상의 AP시험에서 평균 점수 3점 이상 받은 경우

AP Scholar with Honor 
4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평균 점
수 3.25 이상 받은 학생

AP Scholar with 
Distinction

5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평균 점
수 3.5 이상 받은 학생

State AP Scholar

미국의 각 주 State에서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에게 수여
(요건: 3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고, 적어도
3.5점 이상을 받은 학생) 

National AP Scholar 8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평균 점수 4점 이상 받은 학생

자료출처
http://professionals.collegeboard.com/k-12/awards/ap-scholar

AP 코스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 지원이 되지 않는가?
✓ AP코스가 없는 학교 재학생인 경우는 대학입학 사정관도 학교상황에 맞는 입학기준

을 적용
✓ 오히려 AP가 있는 학교 내에서 AP 코스를 듣지 못하면 실력이 낮은 학생으로 평가
✓ AP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별도로 AP시험에 응시하면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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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 기관 IBO에서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입학에 요구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수준과 그 평가기준을 만들고자 1968년부터 개발한 2년간의 고등학
교 국제학위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A-level과 함께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는 현재 세계 120여개국, 2,145개의 학교에서 IBO의 철저한 규
정에 의해 수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11학년부터 시작하며, 10학년에는 Pre IB
프로그램를 통해 정식 IB 과정 수강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9학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IB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IB 과정

IB 과정은 대학진학 전 (일반적으로 16-18세) 마지막 2년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Six Academic Subjects
학생들은 아래 6개 그룹에서 각각 1개의 과목을 선택합니다..
• First Language(제1 언어), Second Language(제2 외국어), Individuals and 

Societies(지리, 역사, 경제, 경영 등), Science(물리, 화학, 생물 등),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수학, 컴퓨터과학), The Arts(음악, 미
술 등)

• 선택한 6개 과목에서 3개는 Higher Level (HL)로, 나머지 3과목은 Standard 
Level (SL)로 선정합니다. 각 과목별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7점 만점으로 채점 받으
며, 최종적으로 6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받습니다.

Theory of Knowledge (TOK)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실 안팎
에서 참여하는 체험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법, 결과를 분석하

는 법 그리고 스스로 이치에 맞는 토론을 하고 논쟁하는 법을 배웁니다.

http://professionals.collegeboard.com/k-12/awards/ap-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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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say of 4,000 Words (EE)
주어진 관심사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이는 대학에서 필
요한 스스로 연구, 조사하는 법과 에세이 작성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Creativity, Action and Service(CAS)
극장에서 음악 만들기, 스포츠,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재능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Further Education / Career Opportunities
학생들이 받은 IB 디플로마는 영국 내 대학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10여 개국의 대학교들
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IB Exam

✓ 시험 날짜: 매년 5월과 11월 두 번 실시
✓ 결과 발표: 7월, 1월 통보
✓ 시험은 HL과 SL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HL 3과목 + SL 3과목, 총 6과목을 선정
• HL(Higher Level): 240시간을 공부하는 고급 단계
• SL(Standard Level): 150시간을 공부하는 일반 단계

✓ IB Diploma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 점수는 24점 (6개 그룹의 수업을 한 과목
씩 필수적으로 이수)이지만,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7점 이상을 목표로 해
야 합니다. (24점 이하인 경우 Diploma가 아닌 Certificate 발행)

✓ 각 과목당 7점 만점으로 6과목 X 7점= 42점 만점 + 3점 (TOK/EE/CAS에서
Satisfactory 이상일 경우 점수 획득) = 총 45점 만점

※ 참고 1: 대학들의 학점 인정
IB Diploma가 있는 경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전공기초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
고 있으며, 미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1학년 교양학점(Freshman General 
Requirements)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물론 IB에서 수강한 과목 시험에서 5
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함) 결과적으로 IB는 AP보다 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 명문대학들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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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국내에서도 수강 가능

• 부산외고(PFLHS)
• 경기외고(GAFL)
• 경기수원외국인학교(GSIS)
• 서울외국인학교(SFS)
• 대전국제학교(TCIS)
• 제주국제학교(N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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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British Columbia)
고등학교 졸업 요건

BC주 고등학교 졸업장
Dogwood Diploma

① 0~12학년 과정에서 최소 80학점 이수 : 필수 과목 44학점 + 커리어 교육 과정 8학
점 + 선택 과목 최소 28학점

② BC주 Provincial Assessment

필수과목

학점 10 학년 11 학년 12 학년

12 Language Arts 10 (4학점)
Language Arts 11 
(4학점)

Language Arts 12 
(4학점) 

8 Social Studies 10 (4학점) Social Studies 11 또는 12 (4학점)

8 Mathematics 10 (4학점) Mathematics 11 또는 12 (4학점)

8 Science 10 (4학점) Science 11 또는 12 (4학점)

4
Physical Education 10 (4
학점)

4
Arts Education and/or an Applied Design, Skills, and Technologies 10, 
11 또는 12 (4학점)

4 Career Life Education (4학점)

4 Career Life Connections (4학점)

총 52학점 (필수 44학점 + 커리어 과정 8학점)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선택과목

학점

28
Ministry-authorized 또는 Board/Authority Authorized (BAA) 과정, post-
secondary 과정, external credentials에 해당되는 과정에서 최소 28학점 이수

<참고>
12학년에는 Language Art 12를 포함하여 최소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BC주 Provincial Assessment
(주정부 시험 - 고등학교 졸업 학력평가시험)

주 정부 시험은 provincial Graduation Numeracy Assessment (GNA - 수학시험)
와 provincial Graduation Literacy Assessment (GLA – 읽기+쓰기 평가시험)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시험은 BC주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종합적
인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평가시험”으로 BC주 학생들은 ‘내신성적+
주정부시험 점수’ 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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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Ontario) 고등학교 졸업 요건

ON주 고등학교 졸업장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OSSD)

① 9~12학년 과정에서 총 30 학점 이수 : 필수 18학점 + 선택 12학점
② 40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③ 온타리오주 Literacy Test 합격 (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온타리오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1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학점이 부여되며, 매 학
기 적어도 3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기는 2학기제, 즉 가을학기(9월~1월)
와 봄학기(2월~6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학기 (7~8월)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성적이 부진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기회이며, 여름학기는 모든 학교에 개설되지 않기 때

문에 과목별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Secondary 부터 졸업 준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하므로, 과목 선택이 중요
합니다. 졸업 후 진학할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또는 University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
수 선수과목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정한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해야 대학 경영학과로의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시 반드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학교의 카운셀링을 받아 수강 신청을 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필수학점 - 18학점 (18 Compulsory Credits)

학점 교과목

4 영어(English) *, 각 학년별로 각 1학점씩 (9~12학년)

3 수학(Mathematics), 11학년 또는 12학년에서 1학점 수강

1 프랑스어(French as second language)

2 과학(Science)

1 캐나다 지리학(Canadian Geography))

1 캐나다 역사(Canadian History)

0.5 현대 시민론(Civics)

0.5 직업능력개발(Career Studies)

1 예술(Arts)

1 체육(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1 그룹1

• 영어 또는 프랑스어(제2언어)**
• 모국어
• 고전 또는 국제 언어
•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 캐나다 및 세계 연구
• 지도 및 직업 교육
• 산학협동 교육***

1 그룹2

• 건강 및 체육
• 예술
• 비즈니스 연구
• 프랑스어(제2언어)**
• 산학협동 교육***

1 그룹3

• 과학(11학년 또는 12학년)
• 기술 교육
• 프랑스어(제2언어)**
• 컴퓨터 연구
• 산학협동 교육***

* 총 4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또는
English literacy development (ELD)과정의 학점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네 번째
학점은 반드시 12학년 영어과목 (Grade 12 compulsory English course)에서 취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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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1, 2, 3에서 최대 2학점까지 불어(French as a second language) 과목의 학
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때 1학점은 그룹 1에서, 다른 1학점은 그룹 2 또는 그룹
3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 최대 2학점까지 cooperative education에서의 학점이 인정됩니다.

선택 12학점 (12 Optional Credits)

10학년 과정부터 일부 수강할 수 있으며, 미래 전공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선택
학점은 인증된 dual credit course에서 취득한 최대 4학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0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미래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
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지원하
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 직업에 대해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9학년 입학 전 여름부터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 누적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관련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 온타리오 자원봉사 센터 네트워크, 매년 4월과 5월 14~18세 학생들
에게 개방되는 ‘Change The World’에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모님과 상의하여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좀더 자세한 정보는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주 Literacy Test

Ontario Secondary Schools Literacy Test (OSSLT). 온타리오주 교육청에서는 학
생들이 최소한의 실력이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3월 말에 10학년을 대상
으로 하는 Literacy 시험(읽기+쓰기 능력평가)을 실행합니다.

시험 수준 9학년까지의 정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출제

시험 형식

두 개의 책자와 한 개의 문답지가 제공되며, 2.5시간동안 실시됨

첫 번째 책자에는 객관식 문제들과 단답형 질문,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
고 신문기사를 작성

두 번째 책자에는 객관식 문제들과 단답형 질문, 특정한 토픽에 대해 학
생의 의견을 적는 에세이

결과 방식 합격(Pass)/불합격(Non-Pass) - 5월에 결과 발표

패스 점수 총 400점 만점에서 300점 이상

평균 패스율 약 83% 수준

<시험을 패스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 독해와 작문 중 한 과목만 합격하면 안되고, 두 분야 모두를 합격해야 함
• 11학년때 재시험 가능하나 재시험 후 또 Fail 한다면 12학년 때 OSSLC(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Course) 괴목으로 대체 - 시험 없이 이 과목 수강만으로
졸업 가능

<참고> 한국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한국에서의 학력 최대 인정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중3 (9학년) 졸업 8 22

고1 (10학년) 수료 16 14

고2 (11학년) 수료 23 7

고3 (12학년) 졸업 26 7

검정고시 합격 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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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Alberta) 고등학교 졸업요건

AB주 고등학교 졸업장
High School Diploma

10~12학년 총 100학점 이수 + 졸업시험 (Provincial Diploma Exams)

알버타주는 10~12학년 사이에 총 100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 학기 수업의 경우 3
학점, 한 학기 수업의 경우 5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반드시 50% 이상의 성적 (100점 만
점에 50점)을 받아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성적으로 이후 상위레벨의 과목
을 수강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과목의 이름을 레벨에 따라 나누어 제공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목명 내용

10, 10-1, 10-C, 20, 
20-1, 30, 30-1, 31

University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거나 컬리지의 특정학과에
서 요구

10-2, 20-2, 30-2
컬리지나 직업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단
Math 30-2는 University 과정에서 요구)

14, 10-3, 24, 20-3, 
30-3

수학이나 과학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컬리지 이상의 교육기
관에서 비기술 관련 프로그램 수강 가능

15, 25, 35
해당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외 다른 학교에서 제
공하지 않음.

10-4, 20-4, 30-4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University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30레벨 영어(the highest level of English in high school (English 30-1))에서
75%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대학 진학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30레벨의 과목 4개 이
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역사와 지리 (Social Studies (history and 
geography)와 체육 10 (Physical Education 10), 직업과 생활관리 20 (Career 
and Life Management (CALM) 20)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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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30레벨 (30-1 또는 30-2)
✓ 사회 Social Studies 30레벨 (30-1 또는 30-2)
✓ 수학 Mathematics 20레벨 (20-1또는 20-2 또는 20-3)
✓ 과학/생물학/화학/물리학 Science 20레벨 (Science 20 또는 Science 24 또는, 

Biology 20 또는 Chemistry 20 또는 Physics 20 또는 Science 14 & 10)
✓ 체육 Physical Education 10 (3학점)
✓ 직업과 생활관리 Career and Life Management (CALM)

10학점은 아래 과목에서 취득: 
✓ 직업과 기술 Career and Technology Studies (CTS) courses
✓ 미술과 공연예술 Fine and Performing Arts courses
✓ 제2언어 Second Languages courses
✓ 체육 Physical Education 20 and/or 30
✓ 지식과 취업 Knowledge and Employability(K&E) courses
✓ 인가된 도제과목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RAP) courses
✓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인가된 과목들 Locally Developed and authorized 

courses in CTS, fine arts, second languages or Knowledge and 
Employability occupational courses

30레벨 영어와 30레벨 사회에 추가해, 아래 과목 중 30레벨(Grade 12) 10학점 취득
✓ 30레벨 수학/과학/미술/제2언어/체육 30-level Math, Science, Fine Arts, 

Second Languages, or PE
✓ 직업과 기술 고급레벨 Advanced Level (3000 series) CTS courses
✓ 30레벨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인가된 과목 30-level Locally Developed and 

Authorized courses
✓ 30레벨 현장실습 30-level Work Experience courses
✓ 30레벨의 인가된 도제과목 30-level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RAP) courses
✓ 30레벨의 지식과 취업 30-level K&E courses
✓ 30레벨 환경보호과목 30-level Green Certificate Specialization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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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졸업시험 (Provincial Diploma Exams)

졸업시험은 주정부 주관 하에 치르는 특정과목에 대한 시험으로, 최종 성적은 해당과목
에 대한 내신성적 70%, 디플로마 시험성적 30%가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 영어 English 30-1 & 30-2
✓ 불어 French Language Arts 30-1
✓ 사회 Social 30-1 & 30-2
✓ 수학 Math 30-1 & 30-2(in English or French)
✓ 과학 Science 30
✓ 생물학 Biology 30
✓ 화학 Chemistry 30
✓ 믈리학 Physics 30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마니토바주(Manitoba) 고등학교 졸업요건

MB주 고등학교 졸업장

9~12학년 총 30학점 이수 (필수 17학점 + 선택 13점)

필수 과목

• 9~12학년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 9~12학년 수학 Mathematics
• 9~12학년 체육/보건교육 Physical Education/Health Education
• 9~10학년 과학 Science
• 9~11학년 사회 Social Studies

필수 학점은 9~10학년 각 5학점, 11학년 4학점, 12학년 3학점으로 구성되며, 각 학년
별 선택 과목 포함하여 수강하는 학점은 9~11학년 각 8학점, 12학년은 6학점으로 졸업
때까지 총 30학점 이수를 하게 됩니다.

선택과목

•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 수학 Mathematics
• 과학 Sciences
• 사회 Social Studies
• 불어 French (English Program)
• 기타 언어 Other Languages
• 예술 (미술, 음악, 연극, 무용) The Arts: Visual arts, Music, Drama, Dance
• 직업개발 Career Development
• 심리학 Psychology

• 컴퓨터과학 Computer Science
• 기술교육 Technolog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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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교에서 추천하는 과목들 Others as offered by the school including 
School-Initiated Courses and Dual Credits

• 기타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 Others as initiated by the student including 
Student-Initiated Projects, Special Language Credit Options, Private 
Music Options, and Royal Winnipeg Ballet

과목명은 20F 또는 35S등 세 가지의 연속된 코드로 되어 있는 데 이는 학년, 취득 학점
수, 수업의 수준 및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분 내용

첫 글자 – 제공학년 1: 9학년 / 2: 10학년 / 3: 11학년 / 4: 12학년

두 번째 글자
취득 학점 수

0: 마니토바 주정부가 개발한 수업과정 1학점

5: 마니토바 주정부가 개발한 수업과정 0.5학점

1: 마니토바주 내 각 교육청 및 사립학교에서 개발한 수업 과정

2: 마니토바 교육 당국 외 듀얼 크레딧, 대학교가 개발한 수업 과정

세 번째 글자
수업의 수준 및 특징

G: General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과정

F: Foundation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 과정

S: Specialized 특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

E: EAL 유학생들이 듣는 ESL 과정

M: Modified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수정, 보완된 과정

I: Individualized 특정한 학습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학교별 소개

명문 사립 학교

명문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분류되는 중고등학교는 오랜 전통과 높은 교
육수준, 엄격한 규율 및 탁월한 학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 입학시험, 학교장과의 인터뷰 등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높은
학교수준, 인성중시의 교육,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해볼 때 조건이 맞는다면 도전해 볼 만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어나 수학 등 일반 과목 외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IB, 
AP과정, 과학, 특수 예능, 컴퓨터, 체육 특기생 과정 등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성적이 우

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과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교들
은 남학교나 여학교 또는 공학으로 나뉘고, 기숙학교(Boarding School)나 통학학교
(Day School) 또는 통학/기숙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모두 제공하며, 규모는 전교생 300명에서 1,000
명 이상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급의 규모는 10~20명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소규모이며 학생 당 교사의 비율도 평균 10:1정도로 낮습니다. 

통학학교와 기숙학교를 병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들은 통학생이며 주로 유학
생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캐나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기숙사는 주 5일 거주
와 7일 거주로 나뉘는데 유학생들은 대부분 7일 거주를 선택합니다. 여름방학과 크리스
마스 휴가, 부활절 휴가 때인 방학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나가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학교측에서 알선하는 홈스테이에 체류하거나 숙소알선 서비스가 없으
면 학생 개인이 임시숙소를 찾아야 합니다. 

입학은 대부분 9월에만 가능하며 입학지원은 늦더라도 입학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토플시험이나 SSAT시험 또는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는 경우 대개 입학
전년도 12월까지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1, 2월까지는 늦어도 시험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 학교로부터 입학사정을 받게 됩니다. 입학신청서는 해당학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Top 25 사립 학교 (Top 25 Private Schools in Canada)
출처 : http://www.topprivateschools.ca/TOP25.asp

• Appleby College - Oakville, ON
• The Bishop Strachan School - Toronto, ON
• Branksome Hall - Toronto, ON
• Brentwood College School - Mill Bay, BC
• Crescent School - Toronto, ON
• Crestwood Preparatory College - Toronto, ON
• Crofton House School - Vancouver, BC
• Elmwood School - Ottawa, ON
• Havergal College - Toronto, ON
• Lakefield College School - Lakefield, ON

• Lower Canada College - Montreal, QC
• Meadowridge School - Maple Ridge, BC
• Ridley College - St. Catharines, ON
• Shawnigan Lake School - Shawnigan Lake, BC
• St. Andrew's College - Aurora, ON
• St. Clement's School - Toronto, ON
• St. George's School - Vancouver, BC
• St. Michaels University School - Victoria, BC
• Strathcona-Tweedsmuir School - Calgary, AB
• The Study - Montreal, QC
• Trinity College School - Port Hope, ON
• University of Toronto Schools - Toronto, ON
• Upper Canada College - Toronto, ON
• Vancouver College - Vancouver, BC
• York House School - Vancouver, BC

http://www.topprivateschools.ca/TOP25.asp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렌트우드 컬리지 스쿨
Brentwood College School

설립년도 1923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밀 베이(Mill Bay, BC)

웹사이트 www.brentwood.bc.ca

전체 학생수 52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남: 51%, 여: 49%)

교복 있음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77 에이커

토요일 수업 있음

ESL 제공 없음

Summer Program 없음

AP 과목 20개

학교 대항 스포츠 19개

특별활동 조직 30개

유학생/기숙학생 유학생 17%, 기숙학생 80%

학급 평균 학생 수 16명

교직원 36% 이상이 석사 학위 이상 보유

교사:학생 비율 1:11

http://www.brentwood.bc.ca/


학교 소개

브렌트우드 컬리지 스쿨은 1923년에 설립된 9~12학년을 위한 남녀공학으로 Day와
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원래 밴쿠버 아일랜드의 사니치 인근의 브렌트우드
베이에 위치하였으나, 1947년 화재로 인하여 이전하였습니다. 1972년 캐나다에서 최
초의 남학생을 위한 보딩 스쿨이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여 남녀 공학이
되었습니다. 

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삶을 위
한 자립심과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우드는 서부지역 보딩
스쿨 중 진보적인 학교의 본보기로 지속적으로 BC주에서 명문 학교로 랭크되어 왔습니
다. 브렌트우드의 아카데믹, 아트, 스포츠의 독특한 3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우수
한 학업 성적을 취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며, 그들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졸업자의 83%가 1지망으로 선택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주로 캐나다, 스코틀랜드, 영
국, 미국 등으로 진학합니다. 최근 진학 결과를 보면 옥스포드, 듀크, 브라운, 퀸스, 빅토
리아, 세인트 앤드류스 의과대학 등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브렌트우드 컬리지 스쿨의 오션프론트 캠퍼스
(Oceanfront Campus)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은 스마트보드
(SMARTBoard)를 갖추고 있으며, 두 개의 컴퓨터 랩실, 계단식 강의실, 여섯 개의 과
학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창가(Waterfront)에서 보트, 조정, 카누, 카약 등을 탈 수 있으며, 해양 생물학
및 해양학 관련 학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Art and Mary Jane Crooks Hall은 식품 및
기타 용품 구입과 세탁 등이 가능하며, T. Gil Bunch Centre는 재학생들의 예술 공연
및 지역 사회의 공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합니다.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로 둘러 싸인
Woodward Sportsplex는 다양하고 현대식 운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 기숙
사는 4개의 여학생 기숙사(Alexandra, Mackenzie, Allard, Hope)와 4개의 남학생
기숙사(Privett, Ellis, Rogers, Whittall)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숙사의 사감 선생
님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9월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Rolling Admission), 가급적 빠른 지원 권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브렌트우드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서

① 교사 추천서 Academic Recommendation: 현재 담당 수
학교사

② 개인 추천서 Personal Recommendation: 코치, Tutor 
등

③ 추가 아카데믹 추천서 Additional Academic 
Recommendation (옵션)

학생 에세이 Student Questionnaire - 온라인 지원서에 포함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Questionnaire - 온라인 지원서에 포함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캠퍼스투어/
테스트/인터뷰

① 캠퍼스 투어: 월~토 / 오전 10시 (전화 또는 이메일 예약)
② 30분 적성시험(General Aptitude Test): 캠퍼스 방문 시

치르게 되며, 적성시험 대신 SSAT 성적 제출도 가능
(Grade 5~11)

③ 어드미션 디렉터와의 인터뷰: 약 20~30분 소요

*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테스트 가능
(감독 교사 필요) 또는 SSAT 성적 제출로 대체. 방문 인터뷰
대신 Skype 또는 전화 인터뷰 가능

기타 추가서류
① 여권 사본
② 여권용 사이즈 사진 1장

주요 진학 대학
퀸스, UBC, 빅토리아, 맥길, 달하우지, UT, 에딘버러, 세인트
앤드류,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하버드 등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콜링우드 스쿨
Collingwood School

설립년도 1984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West Vancouver, BC)

웹사이트 www.collingwood.org

전체 학생수 1,260명

운영형태 Day

학년 JK~12학년

https://pws.inresonance.com/school/brentwood/index.php#login
http://www.collingwood.org/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교복 있음

종교 없음

학급 평균 학생 수 20명

유학생 10% 미만

ESL 제공 없음

교사:학생 비율 1:8

AP 과목/스포츠 AP 과목 26개, 스포츠 31개

교직원 150명 (54명 석사 학위 이상 보유)

학교 소개

콜링우드 스쿨은 1984년 설립된 사립 남녀공학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웨스트 밴
쿠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주니
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는 캐나다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사립학교
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1984년에 문을 연 콜링우드 스쿨은 웨스트 밴쿠버와 노스 밴쿠버 지역의 학부모들이 사
립학교 교육을 추구하여 북쪽 해안 쪽에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RSGM의 회원교로 학
생 개인의 개발과 학문적 우수성을 넘어 봉사를 통한 책임감을 향상하고 세계적인 도전, 
모험, 이해를 도모하는 북미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콜
링우드 스쿨은 학업, 운동, 봉사, 예술의 네 가지 요소를 가장 강조하며 많은 특별 활동 분
야에 이 네 가지 요소에 부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Round Square Global Member(RGSM)
전 세계 5개 대륙의 90개 학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학생의 창의적인 사고를 경합
하고 학교 밖의 장소에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 환경, 리더쉽, 민주주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토론하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콜링우드 스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지역 내 JK 부터 7학년까지를 제
공하는 Wentworth Campus(650명)와 8학년부터 12학년을 위한 Morven 
Campus(600명),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Wentworth 캠퍼스는 두 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농구, 배구, 배
드민턴 및 기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최신 시설의 과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콜링
우드의 가장 오래된 캠퍼스인 Morven 캠퍼스는 2012년 확장 및 수리를 시작하여, 최
신 설비의 극장, 댄스 스튜디오, 밴드 및 합창 설비, 확장된 도서관 및 학생 라운지 등을
추가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JK~K: 입학 전년도 10월 15일까지 / Grade 1~12학년: 입학 연도 1월 15일까지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콜링우드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JK~K: 11월에 JK 및 유치원 교사 주관 하에 소규모 그룹 테
스트 치름

② Grade 1~5: 교사 감독하에 1:1 또는 소 그룹으로 읽기와
쓰기 literacy 및 산수 numeracy 테스트 봐야 함

③ Grade 6~12: SSAT 성적 제출 및 방문 인터뷰

주요 진학 대학

[캐나다]
아카디아, 비숍, 카필라노, 칼튼, 콘코디아, 달하우지, 더글라스, 
에밀리 카, 험버, 휴론, 맥길,  맥마스터, 마운트 앨리슨, 마운트
로얄, OCAD, 퀸스, 로얄 밀리터리, 라이어슨, 쉐리던,  사이몬
프레이저, 트리니티 웨스턴, 알버타, UBC, 캘거리, 구엘프, 마니
토바, 오타와, 리자이나, UT, 빅토리아, 워털루, 위니펙, 웨스턴, 
요크 등

[미국] 
ASU, 벤틀리,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라운, CSU, 카네기 멜
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콜럼비아, 콘코디아, 코넬, 드폴, 듀크, 
에모리, FIDM,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GIT, 인디애나, 존스 홉
킨스, NYU, 노스이스턴, 노스웨스턴, Otis, 파슨즈, 페퍼다인, 
프랫, 프린스턴, 퍼듀, RISD, 라이스, SDSU, 사바나, SAIC, 
SVA, 시라큐즈, 터프츠, 아리조나, 콜로라도-보울더, 코네티컷, 
덴버, UIUC, UC 버클리/데이비스/어바인/LA/리버사이드/샌
디에고/산타바바라/산타크루즈, 켄터키, 마이애미, 미시건, 오
레건, UPENN, 포틀랜드, 로체스터, USC, 텍사스-오스틴, 버지
니아, UW, 위스콘신, 버지니아 텍

https://admissions.veracross.com/App/collingwood/Account/Login?realm=Admission%20Portal&ReturnUrl=%2FApp%2Fcollingwood%2FAdmissionPortal%2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크로프톤 하우스 스쿨
Crofton House School

설립년도 1898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Vancouver, BC)

웹사이트 www.croftonhouse.ca

전체 학생수 820명

운영형태 Day

학년 JK~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여학교

ESL 제공 없음

종교 없음

AP 과목 9개

캠퍼스 사이즈 10 에이커

스포츠 9개

유학생 5% 미만

특별활동 조직 22개

교복 있음

학교 소개

크로프톤 하우스 스쿨은 밴쿠버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학교입니다. 학생 개인 별 지적 잠
재력과 운동 및 예술적 우수성을 활성화하고 교육시키는데 전념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있게 삶에 도전하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배움에 대한 열의를 만끽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98년 Gordon 자매가 4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개교한 크로프톤 하우스 스쿨은
Fraser Institute’s School Ranking에서 지속적으로 Top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
입니다.

http://www.croftonhouse.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크로프톤 하우스 스쿨은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기숙사나 홈스
테이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로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 JK (25명) / SK (15명) / Grade 6 (20명) / Grade 8 (40명)
• 나머지 학년들은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신입생을 받음
• 기존 학생들은 4월까지(9월 학기 기준) 재등록을 완료해야 함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입학 전년도 12월 2일까지 온라인 지원완료
• 모든 supporting documents는 12월 16일까지 제출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크로프톤 하우스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서 (최대 4부)
① 아카데믹 추천서 Academic Recommendation
② 개인 추천서 Personal Recommendation

학생 에세이
Student Questionnaire-온라인 지원서에 포함(Grade 
4~12)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Questionnaire-온라인 지원서에 포함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JK~Grade 8까지는 학교자체 observation 또는
assessment 참가

② Grade 8–12: SSAT 성적 제출

* 인터뷰는 모든 지원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학교측에서 요청하
며 1월~3월 사이에 진행

* 테스트는 3월까지 모두 완료하나, 인터뷰는 자리가 있고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을 때 할 수 있음 (지원학생 및 부모 함께 인
터뷰)

기타 추가서류
① 여권 및 비자 사본
② 최근 사진(입학 신청서에 부착)

https://croftonhouse.myschoolapp.com/app#login/apply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샤니건 레이크 스쿨
Shawnigan Lake School

설립년도 1916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샤니건 레이크 (Shawnigan Lake, BC)

웹사이트 www.shawnigan.ca

전체 학생수 51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8~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교복 있음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150 헥타르

토요일 수업 있음

ESL 제공 있음

Summer Program 있음

AP 과목 19개

스포츠 19개

특별활동 조직 32개

유학생/기숙학생 유학생 20%, 기숙학생 90%

학급 평균 학생 수 16명

교직원 35%이상이 석사 학위 이상 보유

교사:학생 비율 1:8

학교 소개

샤니건 레이크 스쿨은 1916년에 Christopher Windley Lonsdale에 의해 설립된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남녀공학으로 밴쿠버 아일랜드의 샤니건 레이크에 위
치합니다. 6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어 1988년에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예술적,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지적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클래스 사이즈 및 우수한 학교시설과 교사진은 샤니
건 레이크 스쿨을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AP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캐나다 전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체육 및 예술 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http://www.shawniga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샤니건 레이크 스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의 북부 해안가인 샤니건 레이크에
위치합니다. 빅토리아에서 약 45분거리입니다. 380 에이커 규모의 울창한 숲과 아름다
운 조경을 자랑하는 샤니건 레이크 스쿨은 9개의 기숙사(남학생 5개/여학생4개), 과학, 
수학 및 영어센터, Marion Hall의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패밀리 스타일 식당, 럭비
경기장, 보트하우스, 9개의 운동장, 6개의 테니스 코트, 필드 하키 및 축구를 위한 인조
잔디 경기장과 4개의 스쿼시장, 2개의 체육관, 웨이트룸, 피트니스 센터, 골프 시뮬레이
터를 포함한 최신 설비를 갖춘 실내 운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60%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11~12학년은 가급적 빨리 지원을 권장하며, 8~10학년까지는 대체로 5월 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샤니건 레이크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ference: 현재 담당 영어 교사 작성
② Math Teacher Reference: 현재 담당 수학 교사 작성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IELTS 또는 TOEFL 성적
입학 지원 서류 모두 제출 시 학교측에서 인터뷰 요청
학부모 및 가디언이 함께 참가해야 함
스카이프 인터뷰 가능(Case by Case)

기타 추가서류
① 여권 사본
② 최근 사진(온라인 입학 신청서에 업로드)

주요 진학 대학
맥길, 퀸스, 사이몬 프레이저, 알버타, UBC, 캘거리, UT, 빅토리
아, 웨스턴 온타리오, 요크, 브라운, 콜럼비아, 코넬, 듀크, 하버
드, 존스 홉킨스,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예일 등

https://registration.ca.powerschool.com/family/login.aspx?Return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세인트 조지 스쿨
St. George’s School

설립년도 1930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Vancouver, BC)

웹사이트 www.stgeorges.bc.ca

전체 학생수 1,16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1~12학년 (Boarding: 8~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학교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없음

캠퍼스 사이즈 23 에이커

AP 과목 25개

학급 평균 학생 수 20명

Summer Program 있음

기숙학생 10%

스포츠 50개 이상

교사:학생 비율 1:10

특별활동 조직 50개 이상

학교 소개

세인트 조지 스쿨은 BC주에 갓 정착한 영국인들에 의해 1930년에 설립된 명문 사립 남
학교로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보딩이 가능합니다. 남학생들을 위한 활기찬 교육 환경
을 제공하고 Garfield Weston Award를 수상한 세인트 조지 스쿨은 학업, 예술, 운동
분야에서 국내외 적으로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학업 분야와 더불어, 과
외활동 옵션을 제공합니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콘서트 밴드의 공연, 네 개의 주요 극
작품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순수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성과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검증 받은 명문 중의 명문인 세인트 조지 스쿨의 입학 심
사 기준 또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졸업생의 95% 이상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http://www.stgeorges.bc.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세인트 조지 스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에 위치합니다. 1학년부터 7학년을
위한 Junior School과 8학년~12학년을 위한 Senior School,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
고 있습니다.

기숙사인 Haker Hall에는 약 15개국에서 온 117명의 학생들이 12명의 기숙사 사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속 시설로는 강당, 공연실, 과학실 및 컴퓨터실, 
체육관, 실내 수영장, 테니스 코트, 운동장, 기술실 등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선발인원: Grade 8(15), Grade 9(15), Grade 10(15), Grade 11(10), Grade 

12(매우 제한적)

<원서마감>
• Early Decision: 전년도 12월 2일
• Regular Decision: 입학연도 2월 3일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세인트 조지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② 게이트웨이 투 프렙 스쿨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Optional 주어진 주제에 대한 45~60초간의 학생 비디오

테스트/인터뷰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며, 방문, 온라인 및 해외에서의
인터뷰 가능

SSAT (Grade 10~12 지원자는 PSAT, ACT, SAT로 대체 가
능)

https://www.stgeorges.bc.ca/admissions-boarding-for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애플비 컬리지
Appleby College

설립년도 1911년

위치 온타리오주, 옥빌 (Oakville, ON)

웹사이트 www.appleby.on.ca

전체 학생수 766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7~12학년 (Boarding: 9~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교복 있음

종교 기독교 (Christian)

ESL 제공 없음 (summer ESL)

캠퍼스 사이즈 60 에이커

AP 과목 24개

기숙학생 272명

스포츠 23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6명

특별활동 조직 33개

교사:학생 비율 1:9

Summer Program 있음

학교 소개

애플비 컬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옥빌에 위치한 명문 사립 남녀공학으로 데이 및 보
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애플비의 기숙사에는 25개국 이상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1911년 Upper Canada College의 교장이었던 John Guest에
의해 설립된 애플비 컬리지는 명문집안 자제들이 재학하는 학교로 유명하며, 연간 보딩
비용 또한 세계적으로 비싼 학교 중 하나입니다. 

졸업생의 100%가 대학에 진학하며 이중 95%가 자신들이 희망하는 1지망 대학으로 합
격합니다. 다양한 아트, 운동, 커뮤니티, 글로벌 서비스를 병합한 엄격한 학업 과정을 통
해 수준 높고 포괄적인 교육과 함께, 학생 개개인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http://www.appleby.o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애플비 컬리지는 토론토 서쪽으로 50km 거리의 옥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피
어슨 공항에서는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 도심과도 가까운 위치의 학교입니다. 60 에

이커 규모의 캠퍼스에는 12개의 건물이 있는데, 4개의 기숙사 하우스를 포함하여 식당, 
도서관, 회의실, 하키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운동장, 스쿼시 코트, 체육관, 예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2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입학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원, 12월 13일 결과발표
• 12월 13일 이후 지원, 2월 1일 결과발표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애플비 컬리지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School Report 담임 교사 또는 교장이 작성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TOEFL 또는 IELTS (유학생)
② 인터뷰: 방문 또는 SKYPE

기타 추가서류 여권 사본

주요 진학대학
코넬, 맥길, 맥마스터, NYU, 퀸스, 시라큐스, UCLA, UBC, 에딘
버러, 세인트 앤드류, UT, 웨스턴, 윌프리드 로리에 등

https://appleby.myschoolapp.com/app#login/apply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비숍 스트라찬 스쿨
The Bishop Strachan School (BSS)

설립년도 1867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웹사이트 www.bss.on.ca

전체 학생수 91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JK~12학년 (Boarding: 8~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여학교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제공 있음

캠퍼스 사이즈 7 에이커

Summer Program 있음

기숙학생 75명

AP 과목 9개

학급 평균 학생 수 20명

스포츠 25개

교사:학생 비율 1:9

특별활동 조직 29개

학교 소개

14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비숍 스트라찬 스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학교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학생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양성해 왔으며, 북
미 지역에서 최고의 여학교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
경 아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며 7학년부터 보딩이 가능합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도 우수한 교사진 및 최신 학교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학업생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AP 과정 및 과
외활동을 제공합니다. 매해 본교 졸업생의 10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
를 보이며,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http://www.bss.o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비숍 스트라찬 스쿨은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캠퍼스는
7.5 에이커 규모입니다. 동문들의 활발한 기부에 힘입어 풍부한 운영기금을 보유하고 있

고, 학교 투자에도 적극적 이어서 학교 시설들이 캐나다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실 및 과학 실험실, 체육관, 미술 시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각 학
생들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말마다 어려움
없이 토론토에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Day student: 입학 전년도 12월 초까지 지원
• Boarding Student: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자리가 제한적이라 빠른 지원 권

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비숍 스트라찬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Character Reference Letter - 교사 및 가족 제외, 지원자의
리더십, 지역사회 참여와 잠재력에 대해 작성

테스트/인터뷰
① 학교 자체 테스트 또는 SSAT 또는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테스트 성적 제출
② 방문 인터뷰 또는 스카이프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 여권 사본

주요 진학 대학
브라운, 콜럼비아, 듀크, 맥길, 노스웨스턴, 옥스포드, 파슨즈 스
쿨 오브 디자인, 프린스턴, 퀸스, UCL, UT, 웨스턴 온타리오 등

http://www.bss.on.ca/apply/step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랭섬 홀
Branksome Hall

설립년도 1903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웹사이트 www.branksome.on.ca

전체 학생수 909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JK~12학년 (Boarding: 7~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여학교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제공 있음

캠퍼스 사이즈 13 에이커

IB 프로그램 30개

유학생/기숙학생 유학생 20%, 기숙학생 64명

스포츠 18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8명

특별활동 조직 47개

교사:학생 비율 1:12

Summer Program 있음

학교 소개

브랭섬 홀은 1903년 Miss Margaret Scott에 의해 설립되었고 70명의 여학생으로 시
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학교로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며, 7학년부터 기숙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IB 과정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6개의 파트너 스

쿨과의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국 제주도에 위치한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는 캐나다 브랭섬 홀의
비전과 미션을 채택한 자체 운영위원회와 교장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학교로, 영어로
수업하며 IB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자매학교입니다. 

브랭섬 홀 아시아는 2012년에 300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어, 현재 500명의 학생들이 재
학 중입니다. 올림픽 수준의 수영장, 350석의 공연 아트 센터, 골프 아카데미, 최첨단의
과학실,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브랭섬 홀 학생들과

브랭섬 홀 아시아 학생들은 9학년 방학 중에 교환 방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branksome.o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랭섬 홀은 토론토 중심에 13 에이커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 거리에 토론토
대학과 대중교통시설, 도서관, 극장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16개 이상의 학교 건물이 들
어서 있으며 최신 체육 시설 및 복지 센터, 체육관, 두 개의 바닷물 수영장, 요가 및 댄스
스튜디오, 야외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식당, 테니스코트, 운동장, 세 개의 기숙사, 도서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Day student: 12월 3일까지 지원(2월 21일 발표)
• Boarding Student: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브랭섬 홀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서
① 영어교사 추천서
② 수학교사 추천서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SSAT (Grade 7~11)
② 방문 또는 온라인 인터뷰

기타 여권 사본

주요 진학 대학
컬럼비아, 달하우지, 조지워싱턴, 하버드, 존스홉킨스, LSE, 맥
길, NYU, 프린스턴, 퀸스, 스탠포드, UBC, 에딘버러, 구엘프, 
세인트 앤드류, UT, 워털루, 웨스턴 온타리오, 요크 등

https://branksome.myschoolapp.com/app#login/apply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크레센트 스쿨
Crescent School

설립년도 1913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웹사이트 www.crescentschool.org

전체 학생수 750명

운영형태 Day

학년 3~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학교

교복 있음

캠퍼스 사이즈 30 에이커

ESL 제공 없음

학급 평균 학생 수 16명

AP 과목 11개

교사:학생 비율 1:9

특별활동조직 14개 이상

학교 소개

John William James에 의해 1913년 설립된 크레센트 스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
론토 중심에 위치한 명문 사립 남학교로 3학년부터 12학년 과정을 제공합니다. 설립 이
래 학생들의 학업적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재능을 개
발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
록 이해와 배려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우하며, 창의적인 학업과정과 다양한 과외활동
을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도전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로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개인과 동료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을 모두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각 학생들은 입학 시, House System 하에서 캐나다의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딴 여섯
개 하우스 중 한 곳에 멤버가 되며, 각 하우스의 캡틴은 Upper School 학생 중 한 명이

맡게 됩니다. 매년 학생들의 학업, 체육, 예술, 클럽 활동 등 모든 활동에 대해 각 하우스
끼리 포인트 경쟁을 하며, 심사를 통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
들은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
을 배울 수 있습니다.

http://www.crescentschool.org/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토론토 중심부에 위치한 크레센트 스쿨의 캠퍼스는 30 에이커 규모로 역사적인 건물 양
식에 최첨단 시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속 시설로는 350석의 최신식 극장, 두 개의
대형 체육관, 스쿼시장, 30,000 스퀘어풋의 Field House, 인공 잔디구장, 도서관, Lau 
Family Wing 건물, 대학 진학 상담 및 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는 Latifi Family 
Commons 등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전년도12월 3일까지 지원 완료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크레센트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추천서 (1부) Teacher Assessment Form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Grade 7~11: Character Skills Snapshot (CSS)
② Grade 8~11: SSAT
③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 여권 사본

https://crescentschool.myschoolapp.com/app#login/apply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하버갈 컬리지
Havergal College

설립년도 1894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웹사이트 www.havergal.on.ca

전체 학생수 91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JK~12학년 (Boarding: 9~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여학교

교복 있음

종교 영국 성공회 (Anglican)

ESL 제공 없음

캠퍼스 사이즈 22 에이커

AP 과목 6개

기숙학생 50명

스포츠 20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8명

특별활동 조직 20개

교사:학생 비율 1:9

학교 소개

캐나다 명문 사립 여학교 중 하나인 하버갈 컬리지는 1894년 Miss Ellen Mary Knox
에 의해 빅토리아 시대의 작곡가이자 작가, 인도주의자였던 Frances Ridley Havergal
의 이름을 따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을 탐구심과 세계적 역량, 자기 인식이 뛰어난 여성
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및 사회의 모
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
입니다.

또한, 하버갈 컬리지는 House System이라 하여, 하버갈 컬리지에 공헌한 열 명의 여성
이름을 딴 10개의 House에 모든 학생들을 배정하고, 하우스 멤버들끼리 서로 학업과제
및 게임, 특별활동 등을 함께 협업하면서 친밀감을 쌓으며, 리더쉽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0여 명의 졸업생 네트워크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http://www.havergal.o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토론토에 위치한 하버갈 컬리지의 캠퍼스 규모는 22 에이커이며, 체육센터, 수영장, 피
트니스 센터, 음악 스튜디오, 극장, 컴퓨터 랩실, 기숙사, 예배실,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
추고 있습니다. JK부터 6학년까지의 Junior School과 7~8학년의 Middle School 및
9~12학년의 Senior School을 일컫는 Upper Schoo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 할 수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과 문화적인 시설을 접하기 용이합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Day Student: 12월 3일까지 지원
• Boarding School: rolling admission, 전년도 11월말까지 지원 권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하버갈 컬리지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학생 Essay Student Questionnaire (온라인 신청서 안에 포함)

부모 Essay Parent Questionnaire (온라인 신청서 안에 포함)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테스트/인터뷰
① Grade 9~11: SSAT 제출
② IELTS 성적
③ 방문 인터뷰 또는 스카이프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 여권 사본

주요 진학 대학
컬럼비아, 코넬, 하버드, 킹스 컬리지 런던, 런던 스쿨 오브 아트, 
맥길, 맥마스터, 퀸스, RISD, 세인트 앤드류, 스탠포드, UCLA, 
UPENN, UT, 웨스턴 온타리오 등

https://accounts.veracross.com/hc/admissions?form=PreApplication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레이크필드 컬리지 스쿨
Lakefield College School (LCS)

설립년도 1879년

위치 온타리오 레이크필드 (Lakefield, ON)

웹사이트 www.lcs.on.ca

전체 학생수 36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교복 있음

종교 영국 성공회 (Anglican)

ESL 제공 없음

캠퍼스 사이즈 315 에이커

Summer Program 있음

유학생/기숙학생 유학생 26%, 기숙학생 71%

AP 과목 8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5명

스포츠 22개

선생님:학생 비율 1:7

특별활동 조직 27개

http://www.lcs.on.ca/


학교 소개

레이크필드 컬리지 스쿨은 Sparham Sheldrake's Preparatory School for Boys 또
는 The Grove 라는 이름으로 1879년 설립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레이크필드
에 위치한 명문 사립 남녀공학으로 9학년부터 12학년을 위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1979
년 영국의 앤드류 왕자 (요크 공작,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2남)가 이 학교에서 교환학
생으로 수학한 인연으로 레이크필드 컬리지 스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캐
나다에서 첫 번째로 세계적인 학교 네트워크인 Round Square의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
다. 

레이크필드는 우수한 아카데믹 과정과 다양한 과외활동, 해외 교환 프로그램, 학생들의
주도력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심화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기숙사
생활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토는
Mens Sana In Corpore Sano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로 “건강한 신체
에 건강한 마음이 자란다” 입니다.

Round Square
전 세계 40개국 및 5개 대륙의 혁신적인 학교들의 네트워크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레이크필드 컬리지 스쿨이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레이크필드는
Katchewanooka Lake의 인근으로 토론토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합니
다.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조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문에 집중하기에 좋습니
다. 11개의 기숙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한 건물당 평균 20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합니
다. 학교 시설로는 식당, 현대적인 극장, 음악실, 미술실, 락커룸, 과학 실험실, 대형 도서
관, 컴퓨터랩실, 인공 아이스 링크, 보트하우스, 댄스 스튜디오, 웨이트 룸, 예배실, 레크

레이션 센터, 체육관, 실내 암벽 등반장, 학생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Rolling admission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레이크필드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Confidential Teacher Reference: 현재 담당 아카데믹 교사

테스트/인터뷰
① Character Skills Snapshot(optional)
② 공인영어성적

기타 추가서류 여권 사본

주요 진학 대학 달하우지, 맥길, 퀸스, 오타와, UT, 웨스턴 등

https://lcs.myschoolapp.com/app#login/apply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리들리 컬리지
Ridley College

설립년도 1889년

위치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 (St. Catharines, ON)

웹사이트 www.ridleycollege.com

전체 학생수 7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JK~12학년, PG (Boarding: 5~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남: 349, 여: 276)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제공 있음

캠퍼스 사이즈 100 에이커

Summer Program 있음

유학생/기숙학생 유학생 37%, 기숙학생 387명

IB Program 22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6명

스포츠 15개

교사:학생 비율 1:9

특별활동 조직 28개

학교 소개

리들리 컬리지는 1889년에 설립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 중 하나이며, 온타
리오주에서 가장 큰 기숙학교입니다. 처음에는 남학교로 시작하였으나 1973년 남녀공
학이 되었습니다. 현재 600명 이상의 캐나다 및 해외 65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학업중인 명문 학교로 3세~12세 대상 IB Primary Years 과정을 제공하며, 11~12학

년 학생은 2년의 IB Diploma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ESL 과정도 제공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아카데믹 과정 및 다양한 과
외 활동을 제공하며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학교입니다.

http://www.ridleycollege.com/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리들리 컬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에 위치합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1시
간,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45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분 거리입니다. 학교 시설로
는 300석이 넘는 공연 예술 센터, 현대식 교실과 랩실,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예배당, 댄
스 및 피트니스 스튜디오, 아이스 하키 아레나, 두 개의 체육관, 수영장, 스쿼시 및 테니
스 코트, 10개의 운동장, 10개의 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리들리 컬리지 자체 온라인 입학 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Confidential Recommendation Form: 현재 담임교사

테스트/인터뷰

① Character Skills Snapshop(권장)
②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Assessment 

Form
③ 인터뷰

주요 진학 대학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록, 브라운, 코넬, 달하우지, 맥길, 맥
마스터, 프린스턴, 퀸스, UBC, 구엘프, 오타와, UPENN, 세인트
앤드류, UT, 워털루, 웨스턴 온타리오, 윌프리드 로리어 등

https://ridley.myoneschool.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세인트 앤드류스 컬리지
St. Andrew’s College (SAC)

설립년도 1899년

위치 온타리오주, 오로라 (Aurora, ON)

웹사이트 www.sac.on.ca

전체 학생수 644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5~12학년 (Boarding: 6~12학년)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학교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제공 있음

캠퍼스 사이즈 110 에이커

AP 과목 9개

기숙학생 258명

스포츠 27개

교사:학생 비율 1:9

특별활동 조직 27개

학급 평균 학생 수 18명

학교 소개

세인트 앤드류스 컬리지는 1899년에 설립된 명문 사립 남학교로 5학년부터 12학년 과
정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토론토에 캠퍼스를 두고 있었으나 1926년 오로라로 캠퍼스
를 이전했습니다. 엄격한 아카데믹 과정, AP 과목과 더불어 다양한 과외 및 특별 활동 과
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23개의 스포츠에 걸쳐 56개 팀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체육 특별활동에
참가합니다. 더불어 106년의 역사를 가진 Cadet Corps (학생 군사 교련단) 에 참여하
며,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찬사를 받는 SAC의 예술, 드라마, 음악, 사진, TV, 지역사회
활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http://www.sac.on.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세인트 앤드류스 컬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에 위치합니다. 오로라는 토론토에
서 북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타운입니다.

세인트 앤드류스는 110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로는 무선 인
터넷이 가능한 교실 (한 반 약 20명), 4개의 기숙사, 식당, 갤러리, 예배당, 7개의 운동장, 
야구장, 인조 잔디구장, 두 개의 체육관, 6개의 스쿼시 코트, 피트니스 센터 및 웨이트 트
레이닝실, 야외 고무 트랙, 25 미터 실내 수영장, 스케이트장, 암벽등반장, 아레나 등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세인트 앤드류스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Confidential Recommendation Form: 현재 담임교사

테스트/인터뷰

① Grade 9~11: SSAT, TOEFL Junior test
② Grade 5~8: CAT (3년 이상 캐나다 학교 재학한 경우) 또

는 SSAT
③ Character Skills Snapshot 권장

기타 지원자 사진, 수상 및 자격증 샘플

주요 진학 대학
달하우지, 맥길, 맥마스터, 퀸스, UBC, 구엘프, UT, 워털루, 웨
스턴, 윌프리드 로리어, 요크 등

https://sac.schooladmin.ca/users/sign_in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주 별 공립학교

대부분의 캐나다 공립학교에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공립 학교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교육청에서 관리하며, 대부분이 남녀 공학이며 기숙사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는 대체로 비종교적인 교육을 제공하지만 특정 종교의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주마다 다릅니다. 또한 유학생 입학과 등록금 정책도 주마다 다릅니다.

공립학교의 학생수는 적게는 수백 명 단위에서 천 명 단위이며, 한 학급당 학생수도 보통
20-30명으로 사립학교보다는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는 보
통 9월 시작하는 1학기와 1월 또는 2월 시작되는 2학기로 유학생들은 1, 2학기 모두 입
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은 교육청마다 준비된 입학원서를 받아서 구비서류와 함께 3, 4개월 전에는 제
출해야 합니다. 지원은 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하며, 교육청에서
는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맞추어 맞는 학교와 홈스테이를 배정해 줍니다. 학비도
교육청으로 지불합니다. 

입학여부는 대개 최근 2,3년간의 학생 성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평균
70점이상의 중위권 성적이라면 무난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입학신청자가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후 학생의 요구조건이나 거주하고자
하는 주소지, 특기사항에 맞춰서 배정해 줍니다. 특히 영어연수 등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
램이 있는 학교로만 배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수학이나 영어 등의 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업들을 지
도교사가 지정해 줍니다. 보통 첫 학기에는 수학이나 체육, 음악과 같이 영어가 많이 필
요치 않은 정규수업과 영어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의 영어실
력 향상에 따라 계속 영어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정규수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
어연수는 보통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어연수를 오래하면 졸업학점 이수가
그 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공립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므로 홈스테이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을 통해 홈스테이를 배
정받은 경우, 각 학교나 교육청마다 홈스테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립학교는 각 지역의 교육청(School 
District)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지역별 교육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알버타 Alberta (AB) 주
캘거리 교육청 Calgary Board of Education

설립 연도 1885년

위치 알버타주, 캘거리 (Calgary, AB)

전체 학교/학생 수 220개 / 11만명+

웹사이트
www.cbe.ab.ca

www.cbeinternational.ca

교육청 소개

캘거리 교육청은 캐나다 서부의 공립학교 교육청 중 가장 큰 교육청으로 220개의 학교
가 소속되어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1만명이 넘는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수용하는 다양성 있고 포용력 있는 공립학교 교육청입니다. 1885년 Calgary 
Protestant Public School District No. 19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알버타주의 모든 학
교는 알버타 교육부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며, 캘거리 교육청 또한 알버타주 교육부 커리
큘럼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거리 교육청 소속의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하면 알버타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캘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전인적이고 원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과목에 더하
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각자의 목표와 교육
적 필요 그리고 관심분야에 맞는 적절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학생 담당 교사의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ESL교육을 받도록 후원하며 그에 따른 별도의 학
비를 받지 않습니다. 캘거리 교육청 소속의 교사들은 알버타 주정부의 자격인증을 받아
야 하며 교육학 분야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분
야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캘거리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성취도는 대
부분의 분야에서 알버타주 학생들의 평균수준 보다 높으며, 12학년 졸업 시험에서는 많
은 학생들이 화학, 물리, 생물 그리고 순수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캘
거리 교육청의 고등학생들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와 Advanced 
Placement (AP) 시험에서 세계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과목
캘거리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일반 과학, 생물, 화학, 물리)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http://www.cbe.ab.ca/
http://www.cbeinternational.ca/


선택과목
학교에 따라 상이함.

■ 제2 외국어(예: 불어, 스페인어, 등)
■ 자동차 정비
■ 디자인
■ 특정 언어
■ 심리학
■ 컴퓨터
■ 드라마
■ 리더십
■ 스포츠 의학
■ 건축
■ 공학
■ 법률
■ 영상 예술
■ 요리
■ 패션
■ 자동차 정비
■ 용접

■ 화장술
■ 저널리즘
■ 음악
■ 춤
■ 영화
■ 체육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대부분의 캘거리 교육청 소속의 학교에서 택할 수 있는 활동

■ 배드민턴
■ 토론
■ 사진술
■ 수영 (제한 있음) 
■ 농구
■ 하키
■ 럭비
■ 극장 예술
■ 장기
■ 미식 축구
■ 축구
■ 트랙/필드 달리기
■ 합창
■ 야외 클럽
■ 학생 임원회
■ 배구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캘거리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유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고등학교 리스트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명 Bowness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

총 학생수 857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Centennial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V

총 학생수 1,789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Central Memorial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V

총 학생수 1,315

제공과정
Regular, AP, Career & Technology, Dual Credit, Off-
Campus Work Experience, Sports

학교명 Crescent Heights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I

총 학생수 1,884

제공과정
Regular, AP, Career & Technology, Dual Credit, Off-
Campus Work Experience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명 Dr. E.P. Scarlett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V

총 학생수 1,671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Early French Immersion, Late 
French Immersion, Off-Campus Work Experience, 
Spanish Bilingual

학교명 Ernest Manning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VI

총 학생수 1,671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Forest Lawn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II

총 학생수 1,547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Henry Wise Wood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V

총 학생수 1,242

제공과정
Regular, Career & Technology, Dual Credit, IB, Off-
Campus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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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James Fowler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I

총 학생수 1,563

제공과정
Regular, AP, Arts-Centred,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John G. Diefenbaker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I

총 학생수 1,405

제공과정 Regular, Dual Credit, IB,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Lord Beaverbrook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V

총 학생수 1,827

제공과정
Regular, AP, Arts-Centred,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Queen Elizabeth High School

학년(Grades) 7~12

지역(Area) II

총 학생수 1,052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명 Robert Thirsk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

총 학생수 1,252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Sir Winston Churchill High School (홈스테이 배정 불가)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

총 학생수 1,938

제공과정 Regular, Dual Credit, IB,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Western Canada High School (홈스테이 배정 불가)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V

총 학생수 2,056

제공과정
Regular, Dual Credit, Early French Immersion, IB, Late 
French Immersion, Off-Campus Work Experience

학교명 William Aberhart High School

학년(Grades) 10~12

지역(Area) II

총 학생수 1,503

제공과정
Regular, AP, Dual Credit, Early French Immersion, Late 
French Immersion, Off-Campus Work Experience, 
Spanish Bilingual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5월말까지 지원
• 1/2월 학기: 11월말까지 지원
• 원서 마감 이후에도 자리가 있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홈스테이 배정이 필요한 경

우 가급적 빠른 지원 권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아래 구비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아래 이메일로 발송
internationalstudents@cbe.ab.ca

② 학교 성적표 원본은 캘거리 교육청으로 우편 발송
Calgary Board of Education 
Global Learning 
2nd Floor, 1221 – 8 Street SW 
Calgary, Alberta, Canada T2R 0L4

③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되면 2주안에 입학 여부 통보 받음
④ 입학허가 받으면 1년 학비 전체 금액과 보험료 납부

⑤ 비용 납부 완료 되면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발송 → 학생비자 신청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파일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Letter of recommendation: 현재 담임 교사 또는 교장

후견인(가디언) 서류
- 만 18세 미만

Custodianship documents(Notarized): 공증된 가디언 서
류

가디언 수락서
현지 가디언이 보호자로써 학생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서류(현지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서명 및
공증)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후견인(가디언) 서류
- 만 18세 미만

가디언 지정서
해당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학생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가 현지 가디언을 지정하는 서류(부모가 한국에서 서명 및
공증)

부모 중 1인과 거주하지 않거나,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가디언 서류를 제출 해야 함

기타 여권 사본

숙소

캘거리 교육청은 Canada Homestay Network(CHN)를 통해 학생들의 홈스테이 및
가디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대상: 16세 이상, Grade 10 이상
• Grade 1~6은 부모 중 1인 또는 직계 가족과 함께 거주 해야 교육청 등록 가능
• Grade 7~9는 부모 중 1인과 거주해야 하는 의무 없음. 단, 개인적으로 가디언 및

숙소를 구해야 함

홈스테이 신청서:
신청서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beinternational.ca/pdf/International-Student-Application-Without-Homestay-Information.pdf
https://secure.canadahomestayinternational.com/portal/portal/agents/student-registration-ayp?banner=false&customBanner=CBE_logo.png&clientId=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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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Alberta (AB) 주
에드몬튼 교육청 Edmonton Public Schools

설립 연도 1881년

위치 알버타주, 에드몬튼 (Edmonton, AB)

전체 학교/학생 수 202개 / 86,000명+ (유학생 400여 명)

웹사이트 www.epsb.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Edmonton School District No. 7 또는 Edmonton Public Schools인 에드몬튼 교
육청은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몬튼 지역에서 가장 큰 교육청입니다. 202개의 학교에
86,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질
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에드몬튼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들은 알버타주 교육부에서
인가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필수과목

■ Biology 생물
■ Music, Art, and Dance 음악, 미술, 무용
■ Chemistry 화학
■ Physical Education 체육
■ English 영어
■ Physics 물리
■ Mathematics 수학
■ Social Studies 사회
■ International Languages including Mandarin, Japanese, French, 

German and Spanish 제 2 외국어 (만다린,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 Computer Technology 컴퓨터 기술

http://www.eps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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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특별)활동

■ Badminton 배드민턴
■ Football 축구
■ Band 밴드
■ Gymnastics 체조
■ Basketball 농구
■ Musical Theatre 뮤지컬
■ Choral Music 합창
■ Soccer 축구
■ Cross Country Running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 Special Interest Clubs and Social Activities 취미 및 사회활동
■ Debate 토론
■ Student Leadership 학생 리더쉽
■ Environmental Awareness 환경 인식
■ Volleyball 배구
■ Floor Hockey 플로어 하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에드몬튼 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ESL 제공 학교 리스트

Junior Highs

■ Balwin School
■ D.S. MacKenzie Schools
■ Dan Knott School
■ John D. Bracco School
■ Londonderry School
■ Parkview School
■ Rosslyn School
■ Vernon Barford School
■ Vimy Ridge Academy *

Senior Highs

■ Centre High School
■ Harry Ainlay School
■ J. Percy Page School
■ Jasper Place School
■ Lillian Osborne School
■ Queen Elizabeth School
■ Ross Sheppard School
■ Vimy Ridge Academy *

• Vimy Ridge Academy는 다른 학교들보다 2주 일찍 학기가 시작되므로 10월 마지
막 주에 수업이 없으며, 3월 말에서 4월초 봄방학 때 추가 1주 방학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 1/2월 학기
• 별도 원서 마감일은 없으나, 학기 시작 최소 2~3개월 이전까지 지원 권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아래 구비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 발송
isp@epsb.c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Student Services Department
Edmonton Public Schools
Metro Annex, 8610 – 81 Street
Edmonton, AB T6C 2V9 CANADA

② 모든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완료 →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발송 → 
학생비자 신청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파일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Letter of recommendation: 현재 담임 교사 또는 교장

후견인(가디언) 서류
- 만 18세 미만

Custodianship documents(Notarized): 공증된 가디언 서
류

가디언 수락서
현지 가디언이 보호자로써 학생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서류(현지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서명 및
공증)

가디언 지정서
해당 가디언이 캐나다에서 학생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가 현지 가디언을 지정하는 서류(부모가 한국에서 서명 및
공증)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타

① 여권 사본
② 예방접종기록 (Immunization Records)
③ 학비
④ 의료보험료

숙소

에드몬튼 교육청은 Canada Homestay Network(CHN)를 통해 학생들의 홈스테이
및 가디언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신청서:
신청서 페이지 바로가기

http://internationalprograms.epsb.ca/datafiles/International_student_application.pdf
https://secure.canadahomestayinternational.com/portal/portal/agents/student-registration-ayp?banner=false&customBanner=eps.logo.png&clientId=329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알버타 Alberta (AB) 주
골든힐 교육청

Golden Hills School Division No. 75

위치 알버타주, 스트라스모어 (Strathmore, AB)

전체 학생수 약 6,7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Boarding

학년 1~12학년

웹사이트
www.ghsd75.ca

www.ghsd-international.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교육청 소개

골든힐 교육청은 영어능력 교실, 특정 학년 준비 과정, 캐나다 대학, 전문대, 기술대를 준
비하는 졸업생 준비과정 및 작년도 졸업자들의 재수 과정, 그리고 다양한 분야, 스포츠, 
인재 프로그램 및 과외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현대적인 시설의 학교에서 알버타
주정부가 공인한 교사진 아래 유연하면서도 완전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 제공, 월등한 교육 수준, 흥겨운 문화적 도시, 안전한 지역은 해외
유학을 위한 이상적인 곳입니다. 

✓ 공립 교육청 중 유일하게 기숙사를 보유
✓ 우수한 교육수준과 안전한 지역
✓ 교육청 전체 해외 유학생 비율이 4%에 불과
✓ 99% 이상의 백인 Native Canadian 환경

✓ 소규모 도시 특유의 친절하고 우호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 다양한 방과 후 활동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유학생 입학 가능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중·고등학교 15개

ESL 과정 제공

※ 학교 수는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 숫자 입니다.
※ 학년에 따라 입학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www.ghsd75.ca/
http://www.ghsd-international.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Grade 1 ~ 6
✓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Grade 7 ~ 9
✓ 고등학교 (High School): Grade 10 ~ 12
✓ 패스웨이 프로그램: 알버타주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과정
✓ 엘리트 프로그램: 알버타주 고등학교 졸업 및 알버타 대학교 진학 과정
✓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4~12학년 대상 / 3개월 이상
✓ 단기 프로그램
✓ 여름 프로그램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골든힐 교육청은 스트라스모어(Strathmore), 드럼헬러(Drumheller), 쓰리힐즈
(Three Hills)의 세 곳의 넓은 지역과 함께 주변의 소규모 지역들을 포함하는 교육청으
로 교육청 사무실은 캘거리에서 동쪽으로 40km 거리(차로 약 25분)에 있는 독특하고
활기찬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스트라스모어에 위치합니다.

인구 약 12,000명의 소도시지만 대도시인 캘거리와 인접해 있어 도시적인 편리함은 그
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 코카서스 백인 지역으로 영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
추어져 있습니다.

학교(교육청)주소: 435A Highway #1, Strathmore, Alberta T1P 1J4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학교에서 엄선한 안전한 캐내디언 홈스테이 가정
• 가구가 완비된 침실, 1인실
• 1일 3식 및 2회 간식 제공

기숙사 (Dormitory)

3개 지역에 위치

드럼헬러(Drumheller):
• Drumheller Valley Secondary School(Jr. and Sr. High)에 위치
• Greentree Elementary School까지 도보거리, 86명 수용가능
• 2인실
• 드럼헬러 벨리 세컨더리 학교의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방과후 사용 가능.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스트라스모어(Strathmore)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약 2km 거리
• 선생님의 감독하에 매일저녁 학습시간 있음
•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넓은 마당
• 남녀 각 20명씩 수용 가능
• 일부 1인실 가능

프레리 크리스챤 아카데미(Prairie Christian Academy): 
• 쓰리힐즈의 Prairie Bible Institute와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에 위치
• PCA 학교건물로부터 불과 몇 백 피트 거리
• 80명 수용가능

✓ 풀타임 기숙사 사감에 의한 관리
✓ 컴퓨터 랩실, 학습시간, 학생 라운지, 남/녀 기숙사 구역 구분
✓ 1일 3식 및 간식 제공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버논 교육청 Vernon School District No. 22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논 (Vernon, BC)

전체 학생수 약 10,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22.bc.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교육청 소개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교육도시인 버논은 소도시 특유의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영어 실력 향상과 자신감 획득에
는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환경을 제공 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정규 초·중·고
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ESL, 캠프, 단기 스쿨링, 크레딧 이수과
정도 제공하며, 캐나다 대학보장 입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와
다르게(일반 공립학교는 2월, 9월만 입학 가능) 초등학생의 경우는 매월 입학이 가능합
니다.

✓ 99% 이상의 백인 Native Canadian 환경
✓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춥지 않으며, 눈이 내려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자연환

경

✓ 다양한 방과 후 활동
✓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 하고 있음 (콜롬비아, 아프리카, 독일, 등)
✓ 중 고등학교별 한국 학생 숫자 제한 (10명 이내, 총 학생수 1,000명 기준)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관리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중·고등학교 15개

ESL 과정 제공

※ 2학기제는 학기당 4과목씩, 4학기제는 10주에 2과목씩 이수하여 1년 총 8과목을 이
수합니다.

http://www.sd22.bc.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버논 교육청의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버논 교육청의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은 부모와 동반 없이 캐나다 중산층 홈스테이에서
집중 관리를 받으며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단기 초등학생, 또는 한국 대학 또는 미국 및
캐나다 명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 (Grade 4~12)이 대상 입니다.

특징

✓ 중산층 캐내디언 가정에서 홈스테이
✓ 캐나다 학교 커리큘럼에 철저히 맞춘 수업 방식
✓ 학업, 생활, 방과후 수업에 관련한 리포트 발송 (연 7회)
✓ 일요일~목요일 주 5일 방과 후 수업
✓ 한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은 별도로 한국 교과 과정 수업 병행
✓ 매월 1회 액티비티 (관광 및 수영, 스키 등 각종 스포츠 활동)
✓ 관리자가 홈스테이 부모님과 수시로 통화하여 학생들 생활 전반에 대해 감독
✓ 학업 진도 상황을 체크하며, 떨어지는 과목에 대해 보충 수업 실시
✓ 상담을 통해 학생의 목표 및 진로에 대한 안내
✓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하여 대학 진학 시 필요한 액티비티 활동 강화
✓ 대학 진학 상담
✓ 학부모들을 위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 (www.cafe.naver.com/vernonbc)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샘플 스케쥴 (중·고등학생 기준)

월, 화, 수, 목

8:30~15:00 정규 학교 수업

15:00~16:00 간식 & 학교 과제 체크

16:00~18:00
읽기, 쓰기, 문법, 말하기 및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화학, 물
리, 생물 등 교과 전과목 학습

토

11:00 – 12:30 TOEFL, SAT (선택)

12:30 – 14:30 액티비티 (월 1회)

일

11:00 픽업

11:30~12:30 식사

12:30~13:30 테스트

13:30~14:30 학교과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 동쪽에 위치한 버논은 밴쿠버에서 차로 5시간, 
비행기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95% 이상이 백인으로 구성된 한적한 소도시 입니다. 중
산층들이 많이 거주하여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의 버논은 각종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반면, 범죄율은 매우 낮고 유흥시설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안 도시 입니다. 캐내디언들에
게도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며, 홈스테이 가정
의 95% 이상이 표준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적의 장소 입니다.

학교(교육청)주소: 1401-15th St. Vernon BC V1T 8S8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버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홈스
테이를 제공합니다. 식사는 1일 3식이 제공 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아보츠포드 교육청

Abbotsford School District No. 34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아보츠포드 (Abbotsford, BC)

전체 학생수 46개 / 약 19,000명

웹사이트 www.abbyschool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아보츠포드 교육청은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전세계 유학생들을 환영
하며, 높은 수준의 국제 프로그램, 현대적인 학교시설, 엄선된 홈스테이를 제공합니다. 
BC주 교육부가 인증한 학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ESL 과정을 제공합니
다. 또한 우수 학생들에게는 우수반 또는 상급 학년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
교 재학 중 대학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아보츠포드 통합
예술학교(ASIA), 스포츠 아카데미, IB과정, AP 프로그램, 프랑스어 몰입 교육, 직업 기
술 센터를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초 학력 평가에서 아보
츠포드 교육청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며 모든 과목 분야에서 BC주 평균을 상회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보츠포드 교육청 소속 학교

Elementary (30개) K~5
• Abbotsford School of Integrated Arts (ASIA) - North Poplar Campus
• Aberdeen Elementary
• Alexander Elementary
• Auguston Traditional Elementary
• Barrowtown Elementary
• Blue Jay Elementary
• Bradner Elementary
• Centennial Park Elementary
• Clearbrook Elementary
• Dave Kandal Elementary
• Dormick Park Elementary
• Dr. Roberta Bondar Elementary

• Dr. Thomas A. Swift Elementary
• Godson Elementary
• Harry Sayers Elementary

http://www.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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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son Elementary
• John MacLure Community School
• King Traditional Elementary
• Margaret Stenersen Elementary
• Matsqui Elementary
• McMillan Elementary
• Mountain Elementary
• Mt. Lehman Elementary

• Prince Charles Elementary
• Ross Elementary
• Sandy Hill Elementary
• South Poplar Traditional Elementary
• Ten-Broeck Elementary
• Terry Fox Elementary
• Upper Sumas Elementary

Middle School (7개) Grade 6~8
• Abbotsford Middle School
• Abbotsford Traditional Middle
• Chief Dan George Middle
• Clayburn Middle
• Colleen & Gordie Howe Middle
• Eugene Reimer Middle
• William A. Fraser Middle

Middle & Secondary (2개)
• Abbotsford School of Integrated Arts (ASIA) - Sumas Mountain Campus
• Abbotsford Virtual School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High School (7개) Grade 9~12
• Abbotsford Senior Secondary School
• Abbotsford Traditonal Secondary
• Bakerview Centre for Learning
• Rick Hansen Secondary
• Robert Bateman Secondary
• W.J. Mouat Secondary
• Yale Secondary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 9월 학기
• 1/2월 학기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로 지원

입학신청서 입학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여권 사본
② 가디언 서류

https://mytruenorth.ca/appindex.php?db=ab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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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랭리 교육청 Langley School District No. 35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리 (Langley, BC)

전체 학생수 약 19,00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35.bc.ca

www.studyinlangley.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교육청 소개

랭리 교육청은 1989년부터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기 시작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서 아홉 번째로 큰 교육청 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영어학습(ELL) 지원, 순수학문과목과
언어, 폭 넓은 선택과목, 특별 과외활동, 동아리 및 스포츠팀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을 하고 있는 랭리 교육청은 AP 및 IB, Fine Art, Sports Academy 등 특화된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고등학교에는 유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어 학

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하여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입학시기
초·중학교 9월, 1월
고등학교 9월, 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http://www.sd35.bc.ca/
http://www.studyinlang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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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캠퍼스 소개

랭리 교육청은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45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쇼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이 많이 있는 랭리는 거
주자 대부분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입니다. 때문에 유학생들이 캐나다 문
화 속에 스며들어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학교 시
설로는 미디어, 음악 및 사진 스튜디오, 목재 작업장, Roll-A-Lab 컴퓨터 스테이션, 최
첨단 컴퓨터 및 기술 연구소, 세계 수준의 스포츠 시설, 도서관 및 학습실 등을 갖추고 있
습니다.

학교(교육청)주소: 4875~222 Street Langley BC, V3A 3Z7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랭리 교육청은 독자적인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정된 홈
스테이 가족은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홈
스테이는 기본적으로 1인실, 1일 3식 및 간식이 제공 됩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학교
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좀 더 먼 거리인 경우 홈스테이 가족이 차로 등

하교를 도와줍니다. 만 13세 미만의 학생들은 부모 중 1인과 동반 및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로 지원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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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써리 교육청 Surrey School District No. 36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써리 (Surrey, BC)

전체 학생수 약 72,000명 이상 (유학생 1,1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urreyschools.ca

www.StudyinSurrey.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 모든 세컨더리 스쿨은 학기(semester) 단위로 운영되지만, Johnston Heights는
8~10학년, Panorama Ridge는 8~9학년, Salish의 경우, 1년제(linear - 1년 8과목
수강)로 운영됩니다.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104개

중·고등학교 20개

입학시기 9월, 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교육청 소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큰 교육청이자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
는 써리 교육청은 눈부신 자연 경관과 분주한 도시 생활이 어우러진 곳으로 학생들이 필
요로 하는 모든 부분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영
어, 수학, 사회, 과학, 제 2외국어와 같은 기본과목 외에 기술, 비즈니스, 미술, 무역, 스
포츠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과정
✓ AP(Advanced Placement), IB 디플로마, 미술, 사이언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특

별 프로그램 제공
✓ 공연 및 창작 예술분야, 디자인 및 산업기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실습 과목 제공
✓ 다문화 전담 상담 교직원, 카운슬러, 학업 상담교사, 맞춤형 ESL 프로그램 서비스
✓ 각 학교별 5% 미만으로 외국 학생 수 제한

http://www.surreyschools.ca/
http://www.studyinsurre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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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유치원 ~ Grade 7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Grade 8 ~ 12
• 여름학기 과정 (BC주 내 가장 규모가 큼)

지역/캠퍼스 소개

캐나다의 아름다운 서해안에 위치한 써리 교육청은 밴쿠버시에서 남동쪽으로 30분 정
도 거리에 있으며 미국 시애틀과는 2시간 거리입니다. 눈부신 자연경관과 분주한 도시생
활이 어우러진 곳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써리시와 바다와 접해 있는 아
름다운 화이트락시에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써리 교육청 소속의 학교들은 최신
컴퓨터, 과학실험실, 도서관, 아트 스튜디오, 기술실, 체육관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추어 다
채롭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교(교육청)주소: 14033 - 92 Avenue, Surrey, B.C. Canada V3V 0B7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써리 교육청은 홈스테이 및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요청 시 공립 교
육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홈스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1일 3식, 1인실
✓ 학교까지 도보로 5~20분 거리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리치몬드 교육청

Richmond School District No. 38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 (Richmond, BC)

전체 학생수 약 22,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38.bc.ca

studyinrichmond.sd38.bc.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38개

중·고등학교 10개

입학시기 9월, 1/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교육청 소개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은 학군 중 하나인 리치몬드 교육청은 10개의 중 고등학교에 모
두 유학생 입학이 가능 합니다. 모든 학교에 유학생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으며 2명의 교
감 선생님 중 한 명은 유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졸업생 비율, 대학 진학률, 주정부 평균 시험점수를 보유한 학군 중 하나입니다.

✓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학군 중 하나

✓ AP(Advanced Placement), IB 프로그램, IT, 비즈니스, 시각 및 공연예술, 엔지
니어링 등 다양하며 광범위한 과목 제공

✓ 음악, 드라마, 스포츠, 리더십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
✓ 현대적인 시설

http://www.sd38.bc.ca/
studyinrichmond.sd38.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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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유치원 ~ Grade 7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Grade 8 ~ 12
✓ 단기과정
✓ 여름캠프
✓ 그룹 프로그램
✓ 전문 학습 프로그램

지역/캠퍼스 소개

해안 산맥과 태평양 사이의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한 리치몬드는 인구 22만명의 중산층
도시 입니다. 다문화 지역으로 유명한 리치몬드는 밴쿠버 다운타운으로부터 약 22분 거
리, 스키장까지는 약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밴쿠버 국제공항의 본거지 이기도 합
니다. 인근에 조용한 주택가로 둘러싸인 평지로 어린 자녀가 거주하기에도 적합하며 전
체 유학생 비율은 타 교육청보다 적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100개의 첨단 기
술회사들 중 닌텐도나 마이크로 소프트 등 14개의 회사들이 본 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
다.

학교(교육청)주소: 7811 Granville Avenue, Richmond BC V6Y 3E3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교육청에서 엄선한 리치몬드시에 위치한 캐내디언 홈스테이 가정
✓ 가구가 완비된 침실, 1일 3식 및 간식
✓ 장기 거주학생 최대 2명으로 제한
✓ 대중교통 및 도보로 이동 가능
✓ 초등학생은 반드시 부모 중 1인과 거주 필수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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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밴쿠버 공립 교육청 Vancouver School Board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Vancouver, BC)

전체 학교/학생 수 109개 / 약 55,000여명

웹사이트
www.vsb.bc.ca

intered.vsb.bc.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밴쿠버 교육청은 BC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청으로 밴쿠버 다운타운과 브리티시 컬럼
비아 대학교(UBC) 근방의 지역을 관할하며, 그 지역의 우수한 사립학교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IB나 AP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간의 학업적인 경쟁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
니다. 인기 지역인 UBC 근방의 지역은 조기에 마감되기도 하기 때문에 입학 신청 시 시
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비해 방과 후에 이용 가능한
사교육이 발달되어있고, 광역 밴쿠버 내에 동양인들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
니다.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북쪽의 버라드 만(조지아 해협 어
귀)과 남쪽의 프레이저 강 삼각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밴쿠버 섬이 있
습니다. 산과 바다에 면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브리티시 컬럼
비아주의 공업·상업·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다소 영국적 분위
기에 동양적 요소가 가미된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 다음으로 잘 알려진
차이나타운이 태평양 연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가 매년 2
만 5천여 명씩 유입되고 있으며, 유수한 교육기관, 잘 발달된 교통하부구조, 좋은 기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손꼽히는 곳입니다.

<WHY 밴쿠버 교육청>

✓ 캐나다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각종 편의 시설이 발달되어 부모 동반 시 생활이 용
이합니다.

✓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도시인 만큼 유학생에 대해 여유 있고 관대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 개인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가 용이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특기 활동이 가능

합니다.
✓ 각 학교별로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스카이 트레인(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편리합니다.

http://www.vsb.bc.ca/
intered.vsb.bc.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밴쿠버 공립 교육청 소속 학교

Elementary (91개) K~7
학교 리스트 페이지 바로가기

Secondary (18개) Grade 8~12
• Windermere Secondary School

• Britannia Secondary School
• David Thompson Secondary School
• Eric Hamber Secondary School
• Gladstone Secondary School
• John Oliver Secondary School
• Killarney Secondary School
• King George Secondary School
• Kitsilano Secondary School
• Lord Byng Secondary School
• Magee Secondary School
• Point Grey Secondary School
• Prince of Wales Secondary School
• Sir Charles Tupper Secondary School
• Sir Winston Churchill Secondary School
• Templeton Secondary School
• University Hill Secondary School
• Vancouver Technical Secondary School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 9월 학기
• 1/2월 학기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이메일, 인편 등으로 지원
Vancouver School Board,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1580 West Broadway Avenue, Vancouver, BC  V6J 5K8
E-mail: intered@vsb.bc.ca / Tel.: 604-713-4534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로 되어 있는 입학신청서 작성
입학신청서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여권 사본
② 가디언 서류

http://www.vsb.bc.ca/schools
http://intered.vsb.bc.ca/year-long-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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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버나비 교육청 Burnaby School District No. 41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 (Burnaby, BC)

전체 학생수 약 24,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https://burnabyschool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41개

중·고등학교 8개

입학시기 9월, 1/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 학년 및 학교에 따라 입학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소개

밴쿠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청인 버나비 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졸업률, 대학
진학률, 장학금과 각종 대회 수상 기록 등이 BC주 내의 다른 지역 학생들의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우수한 학군입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고급반 프로그램인 AP 과목을 제공
하고 있어 고등학교 과정 중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 ST Star High School 수상 (ST Star Awards 2017)
✓ 캐나다 최대 규모의 AP 프로그램 중 하나
✓ 버나비 교육청 내 두 학교가 권위 있는 AP Capstone Diploma를 제공하도록 선정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맥길 대학교, MIT, 프린

스턴, 하버드 등의 상위 대학교로의 높은 진학률
✓ 법률, 비즈니스, 로보틱스,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요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선

택 과목

✓ 교내 안팎으로의 유학생 지원
✓ 광범위한 과외활동
✓ 버나비 지역 5개의 스포츠 아카데미가 있어 신청 가능

https://burna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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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유치원 ~ Grade 7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Grade 8 ~ 12
• 5개월/10개월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지역/캠퍼스 소개

광역 밴쿠버 중심부에 위치한 버나비는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대중교통인 스카이트레인
으로 단 30분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시 환경, 풍성한 녹지공간, 밴쿠버 도심 및 해변, 
바다, 스키산맥이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버나비는 1년 내내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도서관, 개인교습학원, 쇼핑몰, 레크레이션 센터, 영화관 등 다양
한 학업 및 오락시설 이용이 용이 합니다. 또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및 브리티시 컬
럼비아 기술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나비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컴퓨터실, 과학실, 대형 도서관, 무용 및 연기 스튜디오, 미
술실, 음악실, 체육관, 운동장, 가사 실습실, 체력 단련실, 산업기술연구실, 매점, 교내 식
당 등 현대적인 시설 및 최첨단 기술면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학교(교육청)주소: 5325 Kincaid Street, Burnaby, BC, Canada V5G 1W2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교육청에서 엄선한 안전한 캐내디언 홈스테이 가정
✓ 만 13세 이상 신청 가능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유학생들은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 필수

• 6~7학년 학생들은 친척과 거주 가능
• 7학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구한 홈스테이(학교로부터 승인) 거주 가능

✓ 가구가 완비된 침실, 1인실
✓ 1일 3식 제공
✓ 한 가정당 최대 2명의 유학생 배정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메이플리지 교육청

Maple Ridge School District No. 42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이플리지 (Maple Ridge, BC)

전체 학생수 약 13,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42.ca

www.inted.sd42.ca

www.emri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1년제(Linear)

초등학교 21개

중·고등학교 6개

입학시기
초등학교 9월
중·고등학교 1/2월

교사:학생 비율 1:25

종교 없음

유학생 약 800명 (한국인 약 150명)

교복 없음

ESL 과정 제공

※ 1년제(Linear) 학제는 총 8과목을 1년(10개월) 동안 수강하는 형태 입니다.

http://www.sd42.ca/
http://www.inted.sd42.ca/
http://www.emri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메이플리지 교육청은 1993년부터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했으며, 대학과 대학 프로그램, 
미술, 스포츠, 직업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ESL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대략 6% 내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 초기 이민자 자녀나 유학생 비율이 아
주 적은 편이라 초중고 유학에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정규과정, IB, 몬테소리, AP 과정,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과정으로 학점이수
과정, ESL, 단기캠프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
생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인 밴쿠버의 광역 도시 중 하나
✓ 98% 이상 백인 캐내디언 환경
✓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관리형 프로그램 (전과목 관리) 
✓ 2년 이상 관리형 프로그램 수료 시 100% 대학 진학 보장
✓ 초등학교 4학년(만10세)부터 부모동반 없이 유학 가능
✓ 자유로운 입학시기
✓ 수영, 배구, 축구, 치어리딩, 농구, 컬링, 럭비, 육상부, 배드민턴, 수구, 하키 등 다양

한 방과 후 활동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메이플리지 교육청의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메이플리지 교육청은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안전한 홈스테이 생활관리를 받으며 한국 특
목중 및 특목고나 캐나다와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Grade 4~12까지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
교육청 소속 직원의 관리 하에 매일 학생들의 내신 관리, 한국 귀국 관리, 대학 진학 관리, 
홈스테이 관리가 이루어지며, 월요일~토요일까지 한국 음식 제공 및 매월 액티비티 제
공으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성적, 학업 및 생활 태도, 교우 관계를 파악하여 매일 관리형 프로그램 카페에 학생들
의 출석 및 생활 상태를 알림

✓ 매월 학교 성적과 학업 생활, 홈스테이 생활에 대한 리포트 발송
✓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대학 입시 관련 대행
✓ 학생 관련 특이 사항 수시로 전달

제공학교

Garibaldi Secondary
가리발디 중고등학교
총 1,143명, 8~12학년, 유학생 5%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Thomas Haney Secondary
토마스 해니 중고등학교
총 1,144명, 8~12학년, 유학생 3%

Blue Mountain Elementary
블루 마운틴 초등학교
총 230명, 1~7학년, 유학생 3%

샘플 스케쥴 (중·고등학생 기준)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월~금

8:30 정규수업

2:40~3:00
봉사활동 및 클럽활동(선택) - 운동부, 음악부, 미술부 등

EMR 방과 후 수업 (*재학중인 학교에서 진행)

2:40~3:30 매일 계획서 제출 및 식사(한식), 어휘시험

3:30~7:30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 Planning 등 전과
목 공부

토

10:30~3:00 SAT/IELTS 및 주정부 시험 대비



지역/캠퍼스 소개

메이플리지는 캐나다 서부 BC주의 밴쿠버 광역 12개 도시 중 하나로 밴쿠버 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약 76,000명(경기도 과천 규모), 그 중 약 98%가 백인
캐내디언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시내로 출근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도시로 외국인에게
친절한 중소도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는 메이플리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전원적인 풍경
을 자랑하며 도시적인 색채로 평화롭고 따뜻한 도시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시내로 출근
하는 중산층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청)주소: 22225 Brown Avenue, Maple Ridge, BC, V2X 8N6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지내게 되는 홈스테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 학력, 
범죄 기록 여부 등 개인적인 배경들이 모두 확인된 캐나다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 중 학교
와의 거리, 애완 동물의 유무 등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호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
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코퀴틀람 교육청

Coquitlam School District No. 43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퀴틀람 (Coquitlam, BC)

전체 학생수 약 31,00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43.bc.ca

www.internationaled.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46개

중·고등학교
6~8학년 14개

9~12학년 11개

입학시기
초·중학교 9월, 1월
고등학교 9월, 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http://www.sd43.bc.ca/
http://www.international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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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개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청인 코퀴틀람 교육청
은 정부로부터 최우수 교육청으로 연속해서 평가 받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제 교육 프
로그램을 보유한 교육청 입니다. 초등(유치원-5학년), 중등(6-8학년), 고등학교(9-
12학년)로 분리되어 있고, 코퀴틀람(Coquitlam), 포트 무디(Port Moody), 포트 코
퀴틀람(Port Coquitlam) 세 도시의 학교를 관장하므로 지역이나 학교 선택에 유리합
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 평가, 연속 최우수 교육청 중 하나
✓ 70개 학교의 3만명 학생수를 지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육

청
✓ 최신 장비와 기술을 갖춘 새로운 최첨단 학교시설
✓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안전하고 부유한 지역사회
✓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사진 및 ESL 과정 제공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코퀴틀람(Coquitlam)은 밴쿠버 시내에서 자동차나 스카이 트레인(전철)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으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세계적 수준의 휘슬러 마운틴 스키 리
조트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 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부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코퀴틀람은 산 아래 자리잡고 있으며, 태평양과 프레이저 강가와 접해
있습니다. 1년 내내 레크리에이션, 쇼핑, 그리고 여러 민족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유학생
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학교(교육청)주소: 1100 Winslow Avenue, Coquitlam, BC, V3J 2G3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학생들은 학업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홈스테이 에이전트를 통해 숙소 배정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부모 중 1인과 동반해야 하며 함께 거주해야 합니
다. 홈스테이는 기본 1~2인실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노스 밴쿠버 교육청

North Vancouver School District No. 44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North Vancouver, BC)

전체 학생수 약 16,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sd44.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25개

중·고등학교 7개

입학시기 9월, 1/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 초등학교 25개 중 7개교, 중고등학교 7개 중 3개교 는 불어집중학교(French 
Immersion)

http://www.sd44.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노스 밴쿠버 교육청은 약 1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소위 말하는 8학군
중의 한 곳으로 웨스트 밴쿠버와 함께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운타운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많은 계곡과 공원들이 있으며, 도시 전체가 숲 속에 있다는 느
낌을 받을 정도로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높은 학업적
우수성으로 인해 타 교육청보다 입학이 힘들고 입학신청 또한 조기에 마감됩니다.  

✓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교육청
✓ 우수한 교육, 높은 교육열, 입학경쟁률 높음 (조기마감)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지역 내 자체적으로 개발된 200개가 넘는 광범위한 프로그

램과 서비스
✓ AP(Advanced Placement), IB 디플로마,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각 학교별 유학생 수를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60명 미만으로 제한
✓ 전문화된 분야별 아카데미 – 스튜디오 아트, 농구, 댄스, 디지털 미디어, 필드하키, 

라크로스, 야외교육, 축구, 배구 등

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유치원 ~ Grade 7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Grade 8 ~ 12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노스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광역 밴쿠버의 일부분입
니다. 행정구역상 번화한 도심지 성격을 띠고 있는 노스 밴쿠버 시(City of North 
Vancouver)와 이 시를 3면으로 둘러싸고 있고 주로 주택가가 자리잡고 있는 노스 밴쿠
버 지구(District of North Vancouver)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하며 가족중심의
다문화 도시로 인구는 약 12만 5천명 정도 입니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내려다
보고 있으며 해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밴쿠버시에서 북쪽으로 8km,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로 레스토랑, 쇼
핑, 엔터테인먼트 및 박물관 등의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산과 물(휘슬러, 블랙콤 마운틴), 
공원 등 자연환경과의 접근성 또한 용이 하므로 생활과 학업에 매우 바람직한 입지적 조
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관, 중고등학교 교실, 카페테리아, 식당, 도서관, 다목적 공간, 강당, 극장, 회의실, 
음악실, 주차장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들은 비영리 및 비상업적 목적 하에 지역 사회단체
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청)주소: Education Services Centre, 2121 Lonsdale Avenue, North 
Vancouver BC, V7M 2K6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노스 밴쿠버 교육청은 현지 홈스테이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홈스테이 배정을 지원
✓ 홈스테이 가정은 면담 및 방문을 통해 신중히 심사 후 선정
✓ 가구가 완비된 침실, 1일 3식, 세탁시설 및 TV, 전화 등의 가정 시설 이용
✓ 초등학생은 반드시 부모 중 1인과 거주 필수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BC) 주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West Vancouver School District No. 45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West Vancouver, BC)

전체 학생수 약 7,0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westvancouverschool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14개

중·고등학교 3개

입학시기 9월, 1/2월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없음

http://www.westvancouverschools.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은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주거 지역에 위
치하며, BC주 내 가장 우수하고 수준 높은 교육청으로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청 중의 하나입니다. 1982년부터 유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항상 조기 지원
마감되는 교육청으로 3개의 중고등학교는 항상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초등학교들도 마
찬가지로 수준이 높습니다. 

✓ 유학생 입학을 허가한 캐나다 최초의 공립학교
✓ 캐나다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 최고의 국제교육프로그램 개발
✓ 매년 재학생 졸업률 97~98%에 이르는 최고의 졸업률 자랑
✓ 14% 이상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수여 (평균 10%)
✓ Ministry of Education’s Foundation Skills Assessment 에서 4학년, 7학년 최

고의 성적 획득 (매년 영어읽기, 영어 쓰기, 수학의 테스트 분야에서 웨스트 밴쿠버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 Fraser Ranking 에서 232개 공립학교 중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소속의 3개 중고
등학교가 3위, 4위, 13위 차지

✓ 최고의 대학 진학율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으로 진학, 70% 이상이 세계 상위
30위권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합격)

✓ 최고의 기술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군
✓ 분야별 프리미어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발레, 야구, 농구, 댄스, 환경과학, 펜싱, 필

드 하키, 하키, 럭비, 축구, 탁구, 테니스, 배구, 로보틱스

프로그램 소개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유치원 ~ Grade 7
✓ 중·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Grade 8 ~ 12
✓ 여름학기 과정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웨스트 밴쿠버 지역은 범죄율이 가장 낮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밴쿠버에서
대부분의 비싼 집들이 웨스트 밴쿠버에 위치합니다.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단 20분 거리
이며, 북쪽으로는 장엄한 해안 산맥과 남쪽으로는 태평양이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휘슬러 산맥까지 차로 약 90분, 사이프러스 산맥까지 약 20분 거리로 야외 활동을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은 웨스트 밴쿠버, 보웬 아일
랜드, 라이온스 베이 등의 지역을 관장 합니다.

학교(교육청)주소: 1075 21st Street, West Vancouver, BC V7V 4A9

숙소 정보

홈스테이 (Homestay)

✓ 교육청에서 엄선한 안전하고 가족 같은 환경의 홈스테이 가정

✓ 가구가 완비된 1인실, 1일 3식 및 간식
✓ 초등학생은 부모 중 1인과 거주 필수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마니토바 Manitoba (MB) 주
마운틴 뷰 교육청

Mountain View School Division

위치 마니토바주, 도핀 (Dauphin, MB)

전체 학교/학생 수 16개 / 3,300여명

웹사이트 www.mvsd.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마운틴 뷰 교육청은 세계 최고의 교육 제반 시스템과 함께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물이 좋고 맑고 청명한 기후를 자랑하며 학생들이 여가를 즐
길만한 스포츠나 레저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주
거환경을 자랑하는 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생활 수준이 높고 가정적이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학생들이 쉽게 적응하고 편안하게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중고 조기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제학교, 세계명문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필요한 학습 및 생활 등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주며, 2014년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캐나다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시켰습니다. 
Roblin, Grandview, Gilbert Plains, Dauphin, Ochre-River, Ethelbert, 
Winnipegosis, 총 7개 도시를 관할하며, 도시 내 16개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ttp://www.mvsd.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마운틴 뷰 공립 교육청 소속 학교

Elementary School(9) K~6/K~8
Lt. Colonel Barker V.C. School

École Macneill
Gilbert Plains Elementary School(K~8)
Henderson Elementary School
Ochre River School(K~8)
Roblin Elementary School(K~8)
Smith-Jackson Ukrainian Bilingual School
Whitmore School
Winnipegosis Elementary School(K~8)

Middle School(1) Grade 7~8
Mackenzie Middle School

High School(4) Grade 9~12
Dauphin Regional 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
Gilbert Plains Collegiate
Goose Lake High School
Winnipegosis Collegiate

K~12(2)
Ethelbert School
Grandview School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 1/2월 학기
• 원서 마감일: 9월학기 5월 31일 / 2월학기 11월 30일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Mountain View School Division
Box 715, Dauphin, Manitoba  R7N 3B3, Canada

② 학비를 완납하면 입학 허가서가 발급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파일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여권 사본
② 최근 사진

http://www.mvsd.ca/files/filesystem/Form%20-%20MVISP%20Application%20for%20Acceptance%20-%20June%202012%20-%20English%20version%20-%20PDF%20Fillable.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 Ontario (ON) 주
필 교육청 Peel District School Board

설립 연도 1969년

위치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Mississauga, ON)

전체 학교/학생 수 240개 이상 / 약 155,000명

웹사이트
www.peelschools.org

www.peelschools.org/international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필 교육청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청으로, 230개 이상의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5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 교육청은 학생들이 높
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서 각자의 성공
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교육청의 비전입니다. 

필 교육청은 캐나다의 토론토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교외
도시인 미시사가(Mississauga)의 클락슨 고등학교(Clarkson Secondary School)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영어 프로그램의 혜택과 함께 토론토 대학 미시사가 캠퍼
스(University of Toronto Mississauga), 쉐리던 컬리지(Sheridan College)와 협
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HY 필 교육청>

온타리오주 교육시스템은 OECD 2009년 유학생 프로그램 평가에서 세계 10대 우수 프
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
캐나다의 토론토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교외 도시인 미시
사가(Mississauga)의 클락슨 고등학교(Clarkson Secondary School)에 위치
우수한 영어 프로그램의 혜택과 함께 토론토 대학 미시사가 캠퍼스(University of 
Toronto Mississauga), 쉐리던 컬리지(Sheridan College)와 협력 관계를 유지
240개 이상의 학교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5만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캐
나다에서 가장 큰 교육청 중 하나
학교의 무료 Wi-Fi 인터넷을 통해 웹 기반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며, 전문 연구 및
공동 작업 도구로 사용

http://www.peelschools.org/
http://www.peelschools.org/international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필 교육청 소속 학교

필 교육청은 209개의 초등학교, 37개의 중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lementary School(JK~8학년)
학교 리스트 페이지 바로가기

Secondary School(9~12학년)
학교 리스트 페이지 바로가기

Secondary School에서 유학생의 입학허가를 받는 학교는 아래 세 학교만 해당됩니다.

Applewood Heights Secondary School
학교 페이지 바로가기

Clarkson Secondary School
학교 페이지 바로가기

Harold M. Brathwaite Secondary School
학교 페이지 바로가기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 1/2월 학기
• 별도 원서 마감일은 없으나, 학기 시작일 기준 최소 2~3개월 이전까지 지원 권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pdf 형식의 입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Peel District School Board Peel 
Academy for International Students 
5650 Hurontario Street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R 1C6
Tel: 905-890-1010 ex. 2635 /Fax: 905-890-3110 / Email: 
peelacademy@peelsb.com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숙소

필 공립 교육청은 MLI Homestay(http://www.mlihomestay.com/) 와 Nacel
Homestay (http://nacelhomestay.org/)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홈스테이 및 가디
언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http://www.peelschools.org/schools/elementary/Pages/default.aspx
http://www.peelschools.org/schools/secondary/Pages/default.aspx
http://schools.peelschools.org/sec/applewoodheights/Pages/default.aspx
http://schools.peelschools.org/sec/clarkson/Pages/default.aspx
http://schools.peelschools.org/sec/haroldmbrathwaite/Pages/default.aspx
https://gweb.peelschools.org/OverseasApplication/faces/OSAMain.jsf?_adf.ctrl-state=11xpz4onny_3
http://www.mlihomestay.com/
http://nacelhomestay.org/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 Ontario (ON) 주
토론토 교육청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전체 학생수 약 25만명 (유학생 1,74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K(유치원)~12학년

웹사이트 www.tdsb.on.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기본 정보

학교 형태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초등학교 471개

중·고등학교 112개

입학시기
JK~8학년: 9월, 2월
9~12학년: 9월, 1월

ESL 과정 제공

종교 없음

숙소 제공하지 않음

교복 없음

http://www.tdsb.on.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토론토 교육청은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북미에서는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청으로
토론토와 이스트욕, 노스욕, 스카보로 등 광역 토론토 지역에 속한 공립학교를 관할 합니
다. 유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인 스포츠 활동
을 제공합니다. 모든 초등학생은 반드시 부모 또는 가디언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
주소에 따라 학교가 배정 됩니다. 중 고등학교인 세컨더리 스쿨은 22개교만이 유학생
입학을 허가 합니다. 공립학교 임에도 졸업생 80% 이상의 대학 진학율을 자랑하며 캐나
다 공립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북미에서 여섯 번째로 큰 교육청
✓ 유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ESL, 핵심/전문화된 과목 제공
✓ 온타리오주 내에 17여 개의 대학과 25개의 컬리지가 위치하고 있고 각 학교들과 전

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대학진학의 기회가 많음
✓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 방문이 시행되기도 하며, 학교마다 상담교사와 교직원들이 지

속적으로 학생 케어
✓ 학비에 의료 보험 및 학교 시설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캠퍼스 소개

토론토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입니다. 캐나다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이기도 한 토론토는 세계적인 수준의
극장, 쇼핑가,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캐나다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토론토 대학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공립 교육청은 토론토 전 지역에 걸쳐 583개교의 학교에 약 25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14만명 이상이 성인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청)주소: 5050 Yonge Street 1st floor, Toronto, ON, M2N 5N8

숙소 정보

토론토 공립 교육청은 숙소 배정 및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
소 및 가디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 Ontario (ON) 주
어퍼 캐나다 교육청

Upper Canada District School Board

위치 온타리오주, 브락빌 (Brockville, ON)

전체 학교/학생 수 103개 / 약 25,000여 명

웹사이트
www.ucdsb.on.ca

studyuppercanada.ca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어퍼 캐나다 교육청은 온타리오주 동부의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사이에 위치해 있으
며, Brockville을 포함하여 12,000 스퀘어 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9개 도시와 시골 마을
에 22개의 고등학교와 63개의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어퍼 캐나다 교육
청은 퀘백주 인근 지역인 콘웰 지역을 정점으로 서쪽으로 킹스턴, 동쪽으로 퀘백주까지
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퀘백주에 인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반 이상
과 선생님의 대다수가 영어와 불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400~600명, 초등학교에는 3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규
모가 작은 편이며, 한 반 학생수는 평균 25명 입니다. 총 8개 학교에서 ESL 수업을 제공
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등의 대도시 인근
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친절하고 자상한 캐나다인 홈스테이 가정에서 영어
를 배울 수 있으며, 여러 학교에서 프랑스어 집중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학업 목표에 적합한 신축적이고 융통성 잇는 장/단기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어퍼 캐나다 교육청 소속 학교

School List
학교 리스트 페이지 바로가기

<ESL을 제공하는 학교 리스트>
• Brockville Collegiate Institute (7~12학년 / 630명)
• Carleton Place High School (7~12학년 / 730명)
• Cornwall Collegiate Vocational School (7~12학년 860명)
• North Greenville District High School (7~12학년 / 700명)
• Russell High School (7~12학년 / 500명)
• Smiths Falls and District Collegiate Institute (9~12학년 / 730명)
• St Lawrence Secondary School (7~12학년 / 550명)
• Thousand Islands Secondary School (7~12학년 / 1,100명)

http://www.ucdsb.on.ca/
studyuppercanada.ca
http://www.ucdsb.on.ca/ucdsbschools/Pages/default.aspx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 1/2월 학기
<원서마감일>
학기 시작일 기준으로 늦어도 6주 전까지 모든 서류와 학비를 완납 해야 입학허가서 발
급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pdf 형식의 입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E‐mail: international@uclc.ca
Fax: +1 (613) 930-7251
Mail or courier : UCLC, 1500 Cumberland Street, Cornwall, O ntario, Canada, 
K6J 4K 9
Tel: +1 (613) 933-5505 ext 4908 (Jennifer Duplain)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Teacher Recommendation Form: 담임 교사 (교육청 양식)

자기소개서 Self Introduction Form (교육청 양식)

기타

① 가디언 서류
② 학생 사진
③ 여권 사본
④ 예방 접종 기록 (Immunization Record)

숙소

어퍼 캐나다 교육청은 Canada Homestay Network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홈스테이
와 가디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홈스테이 신청서
Pdf 다운받기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http://studyuppercanada.ca/wp-content/uploads/2014/12/1-2014-2015-Application-Form.pdf
http://studyuppercanada.ca/wp-content/uploads/2014/12/2-Student-Homestay-Application-for-UCDSB-LONG-TERM.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 Ontario (ON) 주
욕 교육청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설립 연도 1990년대

위치 온타리오 욕 (York, ON)

전체 학교/학생 수 200여개 / 약 116,000명

웹사이트
http://www.yrdsb.ca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교육청 소개

온타리오주 내 교육청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욕 교육청은 면학 분위기가 매우 좋고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욕 타운에서 토론토까지 거리는 대략 차로 1시간 정도
가 걸려 위치상으로도 매우 우수하며, 욕 타운은 부유층이 많아 안전하고 학군이 우수합
니다. 하지만 이에 반에 전체 유학생 비율은 1~2%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
국적비율 또한 타 교육청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WHY 욕 교육청>

✓ 온타리오주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청: 토론토 북부의 Richmond Hill, Aurora, 
Markham, Vaughan, Georgina, King 등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다수의 상위권 우수한 학교 보유: 온타리오주 전체 시
험에서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주정부 시험과 영어능력평
가 시험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교육청입니다.

✓ 토론토 지역에 비해 적은 한국 학생 비율: 영어권 환경 노출의 극대화로 초중고 유학
지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 최신 학교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이용 용이: 학교 시설 대부분이 최신식이며 커뮤니
티 센터들이 가까이 위치하여 생활이 편리합니다.

http://www.yrdsb.ca/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욕 교육청 소속 학교

School List
학교 리스트 보기

지도 참조
지도 pdf 다운받기

유학생 입학 가능 학교 리스트(Secondary)
학교 리스트 보기

Elementary School(유치원~8학년)
초중학교는 유치원(4세)부터 8학년(13세)까지 해당됩니다. 새학기는 9월에 시작하여
6월말에 끝나게 되며,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 과정은 대부분의 초중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무려 160개의 초중학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Secondary School(9학년~12학년)
고등학생 14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은 유학생들을 받는 지정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2학기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학기마다 4학점을 이수할 수 있
습니다. ESL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언어습득 향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중 정규과정보다 높
은 수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Advanced Placement (AP)과정을 제공하고 있
는 학교도 있습니다. 18개의 필수과목과 12개 선택과목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 언어시
험 통과 및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한 유학생들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
타리오 고등학교 졸업이수증인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를 받을 수 있
게 됩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학기
• 1/2월 학기
<원서마감일>
9월학기: 5월 15일 / 2월학기: 11월 15일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아래 구비 서류를 제출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36 Regatta Avenue, Richmond Hill, ON L4E 4R1 Canada
Telephone: (905) 884-3434 / Fax: (905) 773-2406 / 
admissions@yrdsb.ca

② 학비를 완납하면 입학 허가서가 발급
③ Elementary students는 학기 시작 1주전 캐나다 도착

Secondary Students는 학기 시작 2주전 도착 권장(오리엔테이션 참가)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추천서 1부
Letter of Recommendation: 담임교사 또는 교장(교육청 양
식)

Supplementary 
Information

Pdf 다운받기 (Grade 9~12학년)

기타

① 여권사본
② 예방접종 기록(Immunization Record)
③ 가디언 서류
④ IELTS 또는 TOEFL 성적(Grade 12)
⑤ Consent for Information Sharing Students at the 

Age of Majority 양식(18세 학생)-교육청 양식

http://www.yrdsb.ca/Schools/Pages/default.aspx
http://www.yrdsb.ca/schools/documents/SchoolLocator.pdf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admissions/Pages/School-Placement.aspx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admissions/Documents/AcademicApplication.pdf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admissions/Documents/AcademicApplication-SupplementaryInformation.pdf


숙소

홈스테이 신청서

pdf 다운받기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http://www.yrdsb.ca/Programs/international/homestay/Documents/Homestay-StudentApplication.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국제 사립 학교

국제 사립 학교는 캐나다 내의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위한 학교로, 학생의 대다수가 아시
아계 학생들이고 소수의 남미계와 유럽, 아프리카계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이름이나 프
로그램으로 국제학교를 구별할 수는 없고 재학생의 90%이상이 유학생이라면 그 학교
를 국제학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이나 이민자로 낯
설지 않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처음 유학 가는 학생들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편하게 적응하기에 좋습니다.

국제학교도 주정부 기준에 부합되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제공하며 더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연수 과정을 함께 제공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연수 프로그램도 학
점으로 인정해주고 년간 2학기제인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학기를
포함해 3학기제로 운영되어 조기 졸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빠른 학점이수에 아주 용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과 같이 늦게 유학을 떠난 학생들의 경우 캐나다 고등
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와 대학입학을 위해 좋은 내신성적과 토플시험 성적을 준비하
기가 무척 힘겨울 수 있는데 이런 국제학교의 경우 위와 같이 빠른 학점이수가 가능하며
영어연수 집중과정을 제공하고 특히 같은 비 영어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끼리 내신경쟁이
라고 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시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숙사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홈스테이를 제공합
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는 학생의 발전과정을 중시하므로 성적이나 언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시기가 년 중 수시로 있어 공·사립 학교보
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보드웰 고등학교
Bodwell High School

설립 연도 1991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North Vancouver, BC)

전체 학생수 약 600명

운영 형태 Day/Boarding

학년 8~12학년

웹사이트 www.bodwell.edu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국제사립 / 남녀공학

학제 3학기제 (Trimester)

대학진학률 97%

기숙사생 65%

ESL 과정 제공

종교 없음

교사:학생 비율 1:15

교복 있음

주요 진학 대학

칼튼, 콘코디아, 달하우지, 에밀리 카, 맥길, 맥마스터, OCAD, 
퀸스, 라이어슨, 사이몬 프레이저, 알버타, UBC, 캘거리, 구엘
프, 마니토바, 오타와, 리자이나, 사스케츄완, 토론토, 빅토리아, 
워털루, 웨스턴, 요크 등

※ 9월, 1월, 4월의 3학기제로 각 학기당 4과목씩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소개

보드웰 고등학교는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BC주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제공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남녀공학 사립 기숙학교 입니다. 보드웰 고등학교는 세계의 다양한 문
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배우고, 다방면으로 갖춰져서 세상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드웰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주정부 커리큘럼(Provincial Curriculum)을 따르고 있으며 졸업
프로그램을 완수한 학생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BC 주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Dogwood Diploma)를 수여 받게 됩니다. 보드웰의 하우스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 서
로 문화 및 사회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 100명 이상 구성된 전문 스텝, 24시간 학생 지원, 한국인 카운셀러 상주
✓ 효율적이고 단축된 3학기 시스템으로 3 년 과정을 2년내에 수료 가능. 

http://www.bodwell.edu/


✓ 매년 9 월, 1 월, 4 월에 학기 시작
✓ 졸업생의 대부분은 캐나다, 미국 및 기타 국가 명문대로 진학(한국인 진학률 100%)
✓ 한 반 학생 수 18~24명
✓ 런던 Star Awards 선정 ‘최고의 학교’ 수상

제공 과정

✓ 8~12학년 정규과정 (Regular Academic Program)
✓ 학업 및 영어준비과정 (Academic & English Preparation)
✓ 토요일 심화학습 (Saturday Enrichment Courses)
✓ 대학여름캠프 및 아카데믹 준비반 (Summer Camp)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학교가 위치한 노스 밴쿠버는 안전하고 친절한 커뮤니티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우람한 산들과 남쪽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으며 캠퍼스는 사립 공원에서 가까운 7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자리잡고 있습니
다.

매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보드웰 고등학교는 2개의 다목적 체육관, 실내 수영
장,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당, 테니스 코트, 극장, 음악실, 도서관, 컴퓨터실, 카페테리아, 
기숙사 등이 있으며, 캠퍼스 모든 곳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학교주소: 955 Harbourside Dr, North Vancouver, BC V7P 3S4

숙소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학생 기숙사

형태 2~4인실

식사 1일 3식 + 간식

보드웰 고등학교의 모든 신입생들은 학생 기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의 학
생을 수용할 수 있는 보드웰의 기숙사는 2~4인실로 뷔페식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점심, 
방과 후 간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기숙사 홀에는 주방, 공용욕실, 세탁기, 보관소를 갖춘
학생 라운지가 있습니다. 기숙사생들은 스터디 홀(주 4회) 사용 및 리더십과 서비스 기
회를 경험 할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의 24시간 보호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패티슨 하이 스쿨
Pattison High School

설립 연도 2003년

위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Vancouver, BC)

전체 학생수 16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8~12학년

웹사이트 www.pattisonhighschool.ca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교복 있음

종교 없음

ESL 제공 있음

학교 소개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패티슨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8학년부터 12학년 과
정을 제공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과정을 성
공적으로 이수하면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비율이 1:15로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들
이 상주하여 부모님들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년 3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과목을 학업 하게 되는데, 이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및 학점 이수와 관리 면
에서 유리합니다. 

학생 구성은 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
부분 유학생들로 구성됩니다. 무료 학생 지원 서비스로 방과후 Tutorial 및 Homework 
club, 주정부 시험 준비반, 대학 진학 가이드 등이 있으며, 100% 졸업률 및 70% 이상
의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학교에서 홈스테이 및 가디언 배정도 도와줍니다.

http://www.pattisonhighschool.ca/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패티슨 고등학교는 BC주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파크에서 걸어서
10~15분 거리이며 근처에 밴쿠버 시티 센터역이 위치합니다.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캠
퍼스가 넓지는 않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신학기: 9월 (가을학기 9~12월 / 겨울학기 1~4월 / 여름학기 5~8월)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패티슨 고등학교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입학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2~3년간의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기타

① 여권 사본
② 의료보험증서(BC주 또는 사설 보험회사)
③ 여권용 사이즈 사진 1장
④ 가디언 서류

주요 진학 대학
UBC, 사이몬 프레이저, 토론토, 빅토리아, 워털루, 윈저, 에밀리
카, 퀸스, 요크 등

http://www.pattisonhighschool.ca/application-form/
http://www.pattisonhighschool.ca/new/wp-content/files/application_form.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UMC 고등학교
UMC (Upper Madison College) High School

설립 연도 2008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 (Toronto, ON)

전체 학생수 85명~10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9~12학년

웹사이트 http://umchighschool.com/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종교 없음

한 반 학생 수 10~15명

ESL 제공 있음

Summer School 있음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3학기 / 9월, 1월, 3월, 7월 입학 가능
• 수시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UMC 고등학교 자체 입학 신청서 사용

입학신청서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여권사본
② 가디언 서류

주요 진학 대학
맥길, 토론토, UBC, 알버타, 맥마스터, 웨스턴 온타리오, 퀸스, 
워털루, 캘거리, 오타와, 달하우지, 사이몬 프레이저, 빅토리아, 
라발, 사스케츄완, 요크, 라이어슨, 리자이나, 브록

http://umchighschool.com/
http://umchighschool.com/wp-content/uploads/2012/11/application_form_2012-13.pdf


학교 소개

캐나다 토론토의 노스욕에 위치한 UMC High School은 온타리오주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 고등학교로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9학년부터 12학년 과정
을 캐나다 현지 학생 및 유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국적비율은 [중국>한국>베트남>남미] 
순이며, 졸업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평균 95%, 컬리지까지 포함하면 100%로 매
우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AP 및 Pre-AP 과목도 제공하며 정규 수업 외에
English Conversation Club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학년~12
학년의 정규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OSSLT를 대
체하기 위한 수업(OSSLC 코스), 소규모 집중 수업과 체계적인 대학 입학 관리를 통해
10개월 내에 캐나다 명문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엘리트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특징

✓ 학생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 몰입 영어 교육 (ESL/OSSLT/TOEFL/IELTS)

✓ 점수 업그레이드를 위한 1:1 보충학습
✓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 (https://umchighschool.quickschools.com)
✓ 대학/컬리지 입학 신청 지원
✓ 저녁반도 운영하여 총 4년간의 High School 기간을 2.5년으로 단축 가능-> 조기

졸업 가능 (9:00am–4:15pm Day Time, 4:30pm-7:30pm Night Time)
✓ 재학생의 95%가 명문대 진학 성공
✓ 2013년 재학생의 51%가 토론토 대학에 진학할 정도의 높은 대학 진학률
✓ 연중 상시 입학 및 조기졸업 가능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UMC 고등학교는 토론토 노스욕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에 새롭게 이전한 캠
퍼스는 체육관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 및 컴퓨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캠퍼스
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얼반 국제사립학교
Urban International School(UIS)

설립 연도 2009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Toronto, ON)

전체 학생수 약 10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9~12학년

웹사이트 http://uihs.ca/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국제사립 / 남녀공학

학제 3학기제 (Trimester)

대학진학률 98% 이상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있음

교사:학생 비율 1:12

학교 소개

어반 국제사립학교(이하, UIS)는 온타리오 교육부 정식 인가 사립 고등학교로, 캐나다
와 해외 ‘명문대’ 진학 희망 학생들을 위한 특수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매년 토론토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 맥길
대학교 등 캐나다 유수의 명문대학으로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UIS는 비즈니스, 과학, 
엔지니어링, 예술 등 희망 전공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여 철저한 학
점관리부터 목표 대학 성공 진학을 위한 1:1 책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
로 대학 입학사정관 및 유학생부 담당자를 초빙하여 입시 요강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
들의 진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 교육부(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및 College Board 정식 인가
사립 고등학교

✓ 98% 이상의 높은 대학 진학률
✓ 캐나다 (미국, 유럽) ‘명문대’ 진학 희망자 대상 전문화된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 10년 이상의 전통을 기반으로 다수의 북미 명문대 진학기록
✓ 비 영어권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학사 운영

http://uihs.ca/


제공 과정

정규 고등학교과정
9~12학년 정규 고등학교과정 / 풀타임 (1년 3학기 개강)

UIS 속성과정(Fast-track)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속성 학점이수과정. (11월 개강)

IELTS 시험 준비과정
OSSLT 준비코스와 결합한 IELTS 준비과정

SAT/ACT 시험 준비과정
미국 대입시험준비과정 / 풀타임 파트타임

포트폴리오 개발
아트&디자인 전공 희망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과정. 파트타임(1학기)

CHEP
캐나다 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 8~11학년 대상. 겨울/여름 제공

글로벌 여름캠프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이용 / 2~4주

1:1 수업
모든 과정이 1:1 수업으로도 가능

Top 10 명문대 진학 패키지
캐나다 Top 10 명문대진학을 위한 과정

※ Top 10 명문대 진학 패키지 과정은 정규과정 학비+IELTS 시험준비+12개월 홈스테
이 및 보험료+월간리포트+법적 가디언 비용+대학교 어드미션 지원 등의 서비스가 융합
된 과정으로 별도의 패키지 비용이 부과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UIS가 위치한 토론토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입니다. 캐
나다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이기도 한 토론토는
세계적인 수준의 극장, 쇼핑가,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캐나다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토론
토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UIS 캠퍼스는 토론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가까
운 거리에 토론토 대학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업 목표를 고취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
춰져 있습니다.

학교주소: 150 Eglinton Ave. East, Suite 201, Toronto, Ontario M4P 1E8

주요 진학 대학
워털루, 요크, 토론토, 구엘프, 칼튼, UBC, 맥마스터, 맥길, 라이어슨, 웨스턴, OCAD, 
퀸즈 등



숙소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홈스테이

형태 1인실

식사 1일 3식 또는 2식

숙소 학생 기숙사

형태 2~4인실

식사 1일 3식+간식

UIS 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대학진학’을 할 수 있
도록 공항마중서비스와 숙소배정 서비스(홈스테이 또는 학생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토론토 인터내셔널 컬리지
Toronto International College(TIC)

설립 연도 2001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Toronto, ON)

전체 학생수 100여명

운영 형태 Day

학년 9~12학년

웹사이트 www.ticedu.ca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ESL 제공 있음

학교 소개

토론토 인터내셔널 컬리지(TIC)는 2001년도에 설립된 명문대 진학 전문 사립 고등학
교로 약 35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TIC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토론토대학, 
맥길대학, 워터루대학 등 캐나다 및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OSSD의 장점을 이용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학사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ESL과정을 통해 유학생들이 캐나다 교육과정에 빠르게 적
응하고 북미의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추
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또는 자퇴생, 검정고시 졸업생 등
유학 시기를 놓쳤지만,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우수한 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외
국 대학 진학 전에 영어를 포함한 타 과목들을 제대로 준비 해놓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
한 학교입니다.

특징
✓ 주교육부 인가 정식 고등학교 교육기관
✓ Language Canada 인증 ESL 프로그램
✓ OFIS 인증 명문사립학교
✓ IELTS 공식 테스트 센터
✓ ESL Level 5를 마치면 Centennial College에 IELTS없이도 입학 할 수 있는 파트

너십 제공
✓ 하루 최소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개개인에 맞춘 학업 플랜
✓ 캐나다 명문대 입학 보장과정 개설(Prestigious University: PU과정)

http://www.ticedu.ca/


※ 캐나다 명문대 입학 보장과정(Prestigious University: PU과정)이란?

일반적인 대학 진학 과정보다 한 단계 더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권위 있는 캐나다 명
문대로의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최단기간인 28주안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 대학에 입학 할 수도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이 등록할 수 있고, 학교는 각 프로그램
에 해당되는 대학에 100% 입학을 보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학교-학생-부모님 3자
간의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조건이 충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 입학을 못
했을 경우 모든 학비를 환불해 줍니다. (보장대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McGill University, University of Waterloo, McMaster 
University 등)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TIC는 토론토 노스욕 동쪽, 층당 360평이 넘는 건물의 4-5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18개
의 대형 창으로 둘러 쌓인 전망 좋은 강의실과 4개의 휴게실 3개의 컴퓨터실 등을 갖추
고 있는 쾌적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Finch 역에서 동쪽
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1월, 4월 입학
• 수시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TIC 자체 입학 신청서 사용

입학신청서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영어성적(TOEFL 또는 공식 영어 테스트 성적)
② 이력서(경력이 있는 경우)

주요 진학 대학
알버타, UBC, 마니토바, 웨스턴 온타리오, 워털루, 퀸스, 맥길, 
요크, 라이어슨, 토론토, 오타와

http://www.ticedu.ca/pdf/application/up_apply_form.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온타리오 인터내셔널 컬리지
Ontario International College(OIC)

설립 연도 1999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Toronto, ON)

전체 학생수 약 110명

운영 형태 Day

학년 9~12학년

웹사이트 www.oicedu.ca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남녀공학

ESL 제공 있음

학교 소개

Ontario International College는 1999년도에 설립된 국제 사립 고등학교로서 토론
토 인터내셔널 컬리지(TIC), 밴쿠버 인터내셔널 컬리지(VIC)의 자매학교입니다. 캐나
다 최고이자 세계 20위의 명문대학인 토론토 대학 - University of Toronto를 비롯한
캐나다 및 영미권 국가에 소재한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엘리트 학
생들을 위한 심화 고교과정 및 캐나다 대학진학을 위한 고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의 기간 동안, 개인별로 철저하게 맞춤식으로 짜여진 학사일정과 융통성 있는
학사운영, 그리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룬 성과를 토대로 OIC 국제 사립고등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OIC 국제 사립고등학교의 목표는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졸업생들
이 성공적으로 대학 수업을 이수하고 국제시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
여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OIC 국제 사립고등학교는 온타리오주 교육청 정
식 인가 (BSID# 666777) 학교인 동시에 Ontario federation of Independent 
Schools - OFIS에 인증된 명문 사립 고등학교이며, 세계적으로 저명하며 각국의 대학
입학처에서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인 IELTS 공식시험센터이기도 합니다. 

OIC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들로서 비록
초중등 조기유학의 시기를 놓쳤지만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의 우수한 대학교로 가급적 빠
른 시기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OIC 국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1년 3학기제
를 운영함으로써 타 공립 사립학교보다 빠른 시간에 어학능력과 대학입시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www.oicedu.ca/


특징

✓ 주교육부 인가 정식 고등학교 교육기관
✓ 2012년 토론토 대학으로부터 캐나다 100대 고등학교로 선정
✓ 2014년도 재학생 106명 중 105명 토론토 대학 입학 허가 받음
✓ 2014년도 전체 장학금 수여 금액 $313,050
✓ 소수정원제와 맞춤식 스케줄,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 토론토대학 진학보장과정(UT) 운영

※ 토론토대학 진학보장과정(University of Toronto Preparation 
Program: UT과정)이란?

OIC 의 대표 프로그램인 UT Program은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 대학)의 인
기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로트만 경영대학, Co-op 프로그램 등)의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목표로 만들어진 고급 과정으로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집중적인 학습을 거쳐 토론
토 대학의 인기 프로그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 2014년 전원 토론토 대학
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OIC는 토론토 영 스트리트 동쪽으로 핀치 애비뉴와 브림리 로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
며 가까이 경찰서가 있습니다. OIC는 3층짜리 단독 건물로서 실내 수영장, 체육관, 과학
실험실 등 첨단 시설 등을 갖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규모면 에서도 토론토에서는 최고
를 자랑하는 사립 국제 고등학교 입니다.



입학요강-Admission

학기 및 원서마감
• 9월, 1월, 4월 입학
• 수시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OIC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입학신청서 Pdf 다운받기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 증명서

기타
① 영어성적(TOEFL 또는 공식 영어 테스트 성적)
② 이력서(경력이 있는 경우)

주요 진학 대학
OCAD, 토론토, 칼튼, 웨스턴 온타리오, 워털루, 맥마스터, 요크, 
오타와 등

http://www.oicedu.ca/pdf/application/up_apply_form.pdf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풀포드 아카데미
Fullford Academy

설립 연도 2002년

위치 온타리오주, 브락빌(Brockville, ON)

전체 학생수 약 120명

운영 형태 Day/Boarding

학년 7~12학년

웹사이트 www.fulfordacademy.com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국제사립 / 남녀공학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있음

교사:학생 비율 1:8

주요 진학 대학

칼튼, 콘코디아, 달하우지, 에밀리 카, 맥길, 맥마스터, OCAD, 
퀸스, 라이어슨, 사이몬 프레이저, 알버타, UBC, 캘거리, 구엘
프, 마니토바, 오타와, 리자이나, 사스케츄완, 토론토, 빅토리아, 
워털루, 웨스턴, 요크 등

학교 소개

풀포드 아카데미는 2002년에 설립된 소규모 국제 기숙학교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아카데믹 과정과 더불어 ESL Prep이라하여 9-11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풀타임 ESL 과정을 제공하며 20개가 넘
은 클럽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포드 아카데미의 자랑은 소규모 학생들로 구성된
수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한 반 규모는 6명~10명 내외로 철저한 담임제
로 학업의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풀포드 아카데미에서 첫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북미
의 보딩스쿨 경험을 쌓고 내신성적 관리를 하여 다시 캐나다 또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다수 입니다.

http://www.fulfordacademy.com/


제공 과정

✓ 정규 중학교 과정 (Middle School Program): 7~8학년
✓ 정규 고등학교 과정 (High School Program): 9~12학년
✓ 영어 준비과정 (ESL Prep)
✓ 여름방학과정 (Summer Program): 정규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대상

지역/캠퍼스 소개

천섬(Thousand Islands)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브락빌은 인구 약 21,000명의 온
타리오 주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캐나다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 연
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브락빌은 오타와에서 1시간, 몬트리올에서 2시간, 토론토에서
4시간 거리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 합니다. 

풀포드 아카데미의 캠퍼스는 4에이커 규모로 야외 배구장, 배드민턴 코트, 농구장, 축구
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YMCA 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주소: 280 King Street East, Brockville, ON K6V 1E2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학생 기숙사

형태 최대 4인실

식사 1일 3식 + 간식

캠퍼스 내 위치한 학생 기숙사에는 체육관, xBox, 세탁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
층에서 Wi-Fi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메릭 프랩 스쿨
Merrick Preparatory School

설립 연도 2012년

위치 온타리오주, 메릭빌 (Merrickville, ON)

전체 학생수 최대 60명 제한

운영 형태 Boarding

학년 10~12학년

웹사이트 https://www.merrickprep.com/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국제사립 / 남녀공학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있음

학제 2학기제

입학시기 9월, 2월

주요 진학 대학
맥길, 퀸스, UBC, 토론토, 요크, 아카디아, 비숍, 브락, 칼튼, 맥
마스터, 웨스턴, 라이어슨, 구엘프, 오타와, 워털루 등

지역과 캠퍼스 소개

메릭 프랩 스쿨은 국회 의사당, 국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국립 공연예술센터, 리도 운하
등이 위치한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남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있는 메릭빌에 위치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인 리도 수로에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인 메릭빌은 “캐
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명명되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예술가들의 본고
장 이기도 합니다. 메릭빌의 조용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환경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움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교 부대시설로는 기숙사, 식당, 학생 라운지, 카페,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
으며, 각 교실은 스마크보드, 최신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주소: 118 Main Street East, Merrickville, ON K0G 1N0

https://www.merrickprep.com/


학교 소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고등학교 과정을 제공하는 메릭 프랩 스쿨(종전 풀포드 프렙
컬리지)는 2012년에 설립된 소규모의 기숙학교 입니다. 학생 개인별 세심한 관리와 지
도를 통해 북미 지역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집중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
원 합니다. 이 외에도 영어실력 향상 및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준비과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의 기숙학교
✓ 100% 대학진학률
✓ 졸업생 30%가 $5,000 이상의 장학금 취득
✓ 영어에 몰입하기 좋은 학교 및 지역환경
✓ 유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및 환경 조성
✓ 5~10명의 소규모 학급

제공 과정

✓ 정규 고등학교 과정 (Academic Program): 10, 11, 12학년

✓ 대학진학준비과정 (University Qualification Year): 1~2학기
✓ 영어 준비과정 (ESL Foundation): 1~2학기

※ 대학진학준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소 2주 이상의 영어 캠프 프로그램도 제공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정보

숙소 학생 기숙사

형태 2인실

식사 1일 3식 및 간식

시설

침실 30개 (2인 1실)

침실 사이즈(310~439 sq ft), 방마다 2개의 퀸 사이즈 침대, 나이트
스탠드,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책상, 수납장 등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UT 프렙 아카데미
UT Preparatory Academy(UTPA)

설립 연도 2000년

위치 온타리오주, 토론토(Toronto, ON)

전체 학생수 약 70명 이상

운영 형태 Day

학년 9~12학년

웹사이트 www.utpa.ca

기본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학교 형태 국제사립 / 남녀공학

학제 2학기제

대학진학률 100%

종교 없음

ESL 과정 제공

교복 있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8~10명

주요 진학 대학
워털루, 맥마스터, 사이몬 플레이저, 요크, 라이어슨, 토론토, 
웨스턴, OCAD, 윈저, 오타와 등

학교 소개

UT 프렙 아카데미 (이하, UTPA)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청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국
제 사립 고등학교 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성공적인 유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UTPA는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고등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환경에서 상호 문화를 교류하고 개인 계발 및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히 고안된 학생 개인별 영어 학습능력
에 따른 단계별 영어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월에는 여름학기를 운영하여
총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2.5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UTPA는 철저한 학생들의
학사관리와 학업 및 생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학업 대안을 제시하며 졸업생 100%의 대
학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 교육부(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정식 인가 사립 고등학교
✓ 소수정예반으로 운영하여 높은 학업 만족도와 교육 효율성을 자랑
✓ 여름학기를 이용하여 유학기간 단축
✓ 100%의 높은 대학 진학률
✓ 개인별 영어 학습능력에 따른 단계별 영어과정 제공

✓ 철저한 학점관리 및 재학생 성적 출석 관리 시스템 구축

http://www.utpa.ca/


제공 과정

✓ 8~12학년 정규과정 (Regular Academic Program)
✓ 학업 및 영어준비과정 (Academic & English Preparation)
✓ 토요일 심화학습 (Saturday Enrichment Courses)
✓ 대학 여름캠프 및 아카데믹 준비반 (Summer Camp)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지역과 캠퍼스 소개

UTPA가 위치한 토론토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입니다. 
캐나다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이기도 한 토론토는
세계적인 수준의 극장, 쇼핑가,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캐나다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토론
토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UTPA 캠퍼스는 토론토의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노스욕(North York)과 리치몬
드힐(Richmond Hill) 중간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학
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학
부모님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학교주소: 205 Sparks Ave. Toronto, ON M2H 2S5

숙소 정보

캐나다 초중고 유학가이드

숙소 홈스테이

형태 1인실

식사 1일 3식

UTPA는 학생들의 숙소로 홈스테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실로 식사는
1일 3식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