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학생 프로그램

K~12 공립 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3개의 고등학교, 수없이 많은 기회, 
평생의 추억!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의 기초를 닦아줍니다. 세계 수준의 
교육, 영감을 주는 위치가 멋진 경험, 평생을 지속하는 
우정과 결합해 훌륭한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새니치 학군에는 세계 수준의 고등학교가 3개 있으며, 이 학교들은 모두 새니치 
국제 학생 프로그램(SISP)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는 같은 교과 과정으로 학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 외에도 스포츠, 예술, 야외 교육, 통합 학습에서 각종 
특별 활동과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광역 빅토리아 지역의 남부 밴쿠버 아일랜드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은 도시와 시골 생활의 정수를 경험합니다. 빅토리아시와 대양을 접한 
크고 작은 고풍스러운 마을들, 아름다운 자연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안전한 지역은 범죄율이 낮고, 영어 구사자 비율이 높으며, 기후는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하여, 학습과 성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가 됩니다. 새니치 학군과 SISP를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과 사회적 성장의 경로로 고려해보세요.“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경험이지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도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고요, 
마치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니다. 
         마르쿠스(독일)

새니치 국제 학생 프로그램(Saanich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SISP)
학기제 또는 학년제 학업 프로그램
학생들은 캐나다 학생들과 완전히 어울리는 통합 교육을 통하여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유학 경험을 쌓습니다.

BC 졸업 프로그램
학생들은 새니치에서 최소 2년, 최대 4년간 공부하며 BC주 정부 졸업 증명서 취득 요건을 갖춥니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개설: 2001년
제공 프로그램: 1년, 1학기, 단기
전문 프로그램: AP, IB
수업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
입학 날짜: 9월과 2월
지원 마감: 계속
 

새니치 공립학교 K~12
학교 수: 14
초등학교: 8
중학교: 3
고등학교: 3
전체 학생 수: 8,000
국제 학생: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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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랜드(PARKLAND) 고등학교

의회 의사당

빅토리아 인너 하버

스텔리스(STELLY’S) 고등학교클레어몬트(CLAREMONT) 고등학교

아름다운 새니치 
생활과 학습에 이상적인 환경
시골과 도시의 풍경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특징인 새니치는 광역 빅토리아에서 가장 큰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대양으로 둘러싸인 새니치는 긴 해안선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새니치에서는 자연 공원에서 자연 하이킹을 즐길 뿐 아니라 
두 군데 호수에서 수영, 낚시, 노 젓기도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도는 빅토리아입니다. 인구 240만 명의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본토에 있습니다. 밴쿠버는 새니치 
학군에서 비행기로 불과 15분, 자동차/버스와 페리로는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는 기후가 매우 온화합니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은 더 따뜻하고 여름은 더 시원합니다. 광역 빅토리아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며(그래도 밴쿠버 강우량의 60%에 불과) 가끔 눈이 옵니다.

한눈에 보는 새니치 
인구: 110,000
면적: 약 100km2 
편의 시설: 해변, 호수, 숲,  
레크리에이션/문화 활동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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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홈스테이 가정
인생 최고의 경험

SISP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새니치 학군이 고용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내부적으로 운용합니다. SISP 홈스테이 팀은 
광범위한 온라인 신청, 범죄 기록 확인,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의 홈스테이 신청 가정 방문을 통해 새니치 학교 
인근에 있는 가정들을 주의를 기울여 선별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배치가 최우선이며, SISP는 학생들이 
반드시 청결하고 배려하는 가정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홈스테이 실무진은 학생의 관심사, 식생활, 알레르기, 선호 
사항 등을 항상 고려하여 학생을 그에 맞는 호스트 가족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폭넓게 생각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홈스테이 숙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가구 딸린 방
•  깨끗한 침구(시트, 베개, 담요)를 갖춘 침대
•  깨끗한 수건이 제공되는 공용 또는 개인 화장실 이용
•  집의 공용 생활 공간 이용
•  조용하고, 난방과 조명이 잘 된 학습 공간
•  하루 세 끼 식사(아침, 점심, 저녁) 외 건강에 좋은 간식 

제공
•  홈스테이 가족과의 어울림 및 가족 활동
•  빅토리아 국제 공항(YYJ)이나 BC 페리에서 마중 및 전송

학생 지원 및 안전
SISP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학교에서 근무 시간(주당 2일)과 
호스트 가족과의 정기 대화를 통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합니다. 모든 학교에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학교 시간 중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녁, 주말, 휴일 중 학생과 호스트 가족은 SISP 비상 
연락 전화로 홈스테이 매니저를 비롯한 SISP 관리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새니치에서 학생 안전과 지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200여  
호스트 가족이 새니치에서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려면 노력해야 하지요. 제겐 캐나다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잘 도와줬어요. 저의 선생님도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홈스테이 집에서도 
가족 일에 참여했지요. 또한, 여기서는 밖에 나가 두려움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제라드(멕시코)

해마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신나는 여행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년도 내내 특별한 여러 학생 활동이 있습니다. 토피노
(Tofino)를 찾아 고래 구경을 즐기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롱비치(Long Beach)를 방문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밴쿠버, 
예스러운 쿰스(Coombs),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의 
자생지인 커시드럴 그로브 파크(Cathedral Grove Park) 
등을 방문하는 인기 있는 모험 활동도 있습니다. 휘슬러나 
워싱턴산, 심지어 로키산맥에서 스키 타기도 계속 바뀌는 활동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학년도에는 정확히 어떤 모험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지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새니치 국제 학생 학교 활동 일정을 확인하세요.

www.studyinsaanic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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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학업
새니치 학군 졸업생들은 일류 대학에 다닙니다

새니치 학군은 대, 중,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고등학교의 핵심 학과목들은 표준 과정으로, 
국제 학생도 2년 이상 공부한 후 BC 도그우드 졸업 증명서
(Dogwood graduation certificate)를 받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 귀국 시 공인 성적 증명서를 받는, 한 
학기에서 만 1년까지 단기 학업도 가능합니다. 두 옵션의 
공통점은 포용하는 문화와 높은 수준의 엄격한 학습입니다. 

새니치 학군은 아주 다양한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 ELL)를 환영합니다. AP(Advanced 
Placement)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의 
학업 지원과 엄격한 학습은 우등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급과 중급 ELL반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새니치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학과목 
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교육부의 교육 과정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합니다. 
새니치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국제 학생은 고등 
교육이나 훈련, 노동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기술을 갖춘 교육받은 시민으로 
졸업합니다. 

•  모든 수업은 BC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 수행합니다. 
•  12학년생은 대학 지원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학습자(ELL)는 방과 후 개인 지도와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비롯한 일류 대학에서 
받아줍니다.

파크랜드 스텔리스 클레어몬트

학과
영어, ELL, 영문학   

수학   

생명 과학(이전 생물학), 화학, 물리   

사회   

체육   

IB 수료증 및 과정 

AP 과정  

이중 학점 - 고등학교 졸업 후  

90%의 
최근 국제 학생 졸업생을 

북미 종합 대학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새니치 학군에서 학업 경로를 선택하실 때 클레어몬트와, 
파크랜드, 스텔리스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알아보세요. 
클레어몬트 고등학교 – claremont.sd63.bc.ca

파크랜드 고등학교 – parkland.sd63.bc.ca
스텔리스 고등학교 – stellys.sd63.bc.ca

캐나다의 교육은 
 세계

 5위권 
입니다

AP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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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Victoria
• Camosun College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Kwantlen Polytechnic 
• Douglas College 

• University of Alberta
• McGill University
• University of Toronto
• University of Waterloo
• Western University
• Que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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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 분야

선택 과목 정보
새니치 학군은 예술, 경영, 경제, 기술, 직업 기술,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합니다. 이 흥미로운 수업을 통해 배움을 확장하고 열정을 발견하세요.

선택 과목은 많은 국제 학생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수업이자 
새로운 개념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수업에 대한 보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듣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졸업으로 가는 길에서 저학년에서는 “탐구” 수업으로도 
알려져 있는 순수 미술과 응용 기술 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 과목 수강에 따르는 이점은 많아서 국제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학습자이자 개인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니치 학군 소속 클레어몬트, 파크랜드, 
스텔리스 고등학교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 지원 실무진은 
선택 수업과 학과 수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학사 일정 
선택과 수립을 돕습니다.

한 학기 또는 한 학년도 공부의 경우, 수업일은 학과 
수업을 더 철저히 받으며 선택 수업을 받도록 균형이 

맞춰집니다. 새니치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때 
관심이 있는 특정 선택 과목 도표를 검토하고 해당 학교를 
고려하세요.

새니치 학군에는 국제 학생이 참여하는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당일 수업 전과 방과 후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공됩니다. 모의 국제 연합(UN), 리더십, 수학, 
체스, 심지어 탁구 같은 동아리는 학생들이 캐나다 친구들을 
만나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광역 
빅토리아와 새니치에는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기반 동아리와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교직원과 
홈스테이 가족, 국제 프로그램 실무진은 여러분이 
새니치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스텔리스 고등학교는 특출한 
디지털 미디어 및 그래픽 

디자인 과정을 제공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프로그램은 

클레어몬트 고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파크랜드 스텔리스 클레어몬트

선택 과목
회계 

미술   

자동차 기계 가공/기술  

경영 

출장 요식업 

컴퓨터 공학   

요리   

디지털 미디어   

제도   

전자 공학 

공학 기술 

기업가 정신  

식품, 식품학 및 카페테리아 훈련   

그래픽 아트 

산업 코딩 및 디자인 

정보 기술  

리더십  

해양 수리 및 복원 

마케팅  

기계학  

금속 공예 및 보석   

금속 제작  

금속 가공  

사진   

전문 요리사 훈련 

심리학 

로봇 공학 

지속 가능한 원예 

직물   

웹 디자인 

목공   

졸업 앨범   

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몰입 

프로그램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글로벌 솔루션 연구소(IGS) 

선박 정비 수리공 프로그램 

국제적 관점 

디지털 미디어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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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성 추구
새니치 학군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전문 “아카데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니치에 있는 모든 국제 학생은 운동 기회가 있습니다.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술 개발, 참여, 스포츠맨 정신이 이 
수업에서 강조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마다 주로 당일 학교 수업 전과 방과 
후에 연습하고 경쟁하는 스포츠 팀과 동아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특정 스포츠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여러 
아카데미가 있으며 아카데미 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고, 꾸준히 운동하고, 친구를 만날 여가 
스포츠 기회를 찾고 있든, 아카데미에서 고난도 스포츠 
체험을 찾고 있든, SISP와 새니치 학군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텔리스는 캐나다에서 
최신 실내 암벽 등반 

연습용 인공 벽을 갖춘 
유일한 고등학교입니다

새니치 학군 졸업생 중에는  

60여 
국적의 올림픽 및 전문 
운동선수가 있습니다스텔리스의 볼더 등반 

체육관

파크랜드 스텔리스 클레어몬트

아카데미
수상 경기 

라크로스 

골프 

조정 

등산 

아이스하키 

유도 

요트 타기 

가을 스포츠 

수상 경기   

남자 축구   

등산 

크로스컨트리   

필드하키 

조정   

배구   

겨울 스포츠 

농구   

컬링 

레슬링 

봄 스포츠 

배드민턴  

여자 축구   

골프  

산악자전거 타기 

럭비   

요트 타기 

테니스  

육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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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술적 표현 
새니치에서 모든 학생은 우리 학군에서 제공하는 예술 과정을 통해 내면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니치 고등학교에서는 순수 
예술 과정을 결합하여 일류 

뮤지컬 극장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합니다.

클레어몬트 고등학교의 리지 
극장에서 주최하는 지역 
사회와 학교 공연 작품

파크랜드 스텔리스 클레어몬트

예술
드라마   

뮤지컬 극장   

연출 기법  

연극 제작  

밴드   

재즈 밴드   

콘서트 밴드   

합창단   

춤   

기타   

시각 예술   

그래픽 아트   

영화학 

새니치 학군은 학생들에게 특출한 순수 및 공연 예술 
과정을 제공해 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새니치 
고등학교마다 예술 분야에 아주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은 예술적 표현을 추구할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스텔리스 고등학교는 새니치 최대의 재즈 밴드와 콘서트 
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영화학을 제공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스텔리스는 연출 기법, 합창단, 밴드, 
춤, 드라마, 뮤지컬 극장 등의 과정을 결합하여 일류 뮤지컬 
작품을 제작합니다. 스텔리스는 작곡, 기타, 시각 예술, 
그래픽 아트 같은 과정도 제공합니다

클레어몬트 고등학교에는 독특한 ‘순수 예술 중심’(FOFA)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은 순수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더 깊게 하고 표현할 기회가 풍부합니다. 학생들은 
춤, 드라마, 음악, 시각 예술 등 다양한 학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편 전문 실무진에게 학습 지원을 
받습니다.

파크랜드 고등학교의 1학기 뮤지컬 극장 작품에는 최대 90
명의 학생이 공연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하며, 보통 4일간 
야간 매진 공연을 펼칩니다. 파크랜드는 두 가지 밴드 옵션 
외에도 춤, 기타, 그래픽 아트, 시각 예술도 제공합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sisp_info@saanichschools.ca

studyinsaanich.ca

@studyinsaanich

@studyinsaanich
AP 프로그램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