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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스 벨리 국제 학생 프로그램
에 오신것을 환영 합니다

코목스 밸리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코목스 밸리교육청 소속입니
다. . 저희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오는 국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저희는 
학생의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인 사고방식과, 개발을 돕는 한편 
정서적, 학문적 지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 개별 학생의 성향을 중시하는 소규모 학급
• 학생에게 교직원과 홈스테이 가족이  모든 지원 시스템 제공
• 학생들은 선진 교육 과정으로  성공적인 대학 입학 준비
• 교사진 은 전공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풍부
•  모든 학생에게 추가 비용 없이ESL/ELL 지원
• 국제 학생 담당 교사가 국제 프로그램 학생 전담 지도
• 모든 학교에 배치된 학습 지원 교사
•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 대학 진학 지원 96% 학생 만족도

8,000 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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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코목스 벨리는, 코트니, 컴벌랜드, 코목스 로 
구성된 지역 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친절 하
고, 포용심 있으며, 이 곳은  도시의 편의 시설을 
가추고 있습니다

• 매우 안전하고 환영하는 지역 사회 
• 사계절 야외 레크리에이션 - 스키/스노보드, 

산악 자전거, 하이킹, 골프, 여러 수상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센터, 영화관, 레스토랑, 부티

크 쇼핑,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등 현대적인 
시설 

• 장엄 하고 멋진 자연환경 
•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 

코목스 밸리로 
오세요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코목스 밸리의 
위치는 
 
• 밴쿠버 아일랜드 동부 연안 중간 지점 
•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20분 
• 빅토리아에서 차로 2.5시간 
• 나나이모 페리 터미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밴쿠버 국제 공항을 거쳐 
코막스 벨리 로  운항합니다. 차편으로 고속
도로를 이용하면 밴쿠버를 경유하여 BC 페
리를 타고 나나이모까지 올 수 있습니다.

98% 영어로 말하는 환경 

70,000 명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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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후, 북미에서 대학 교육을 계
획하거나, 고등학교 환경에서 3~10개월간 단
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이, 1~2개월짜리 여
름 프로그램에서 영어 경험을 원하든, 코목스 밸
리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필요와 관심
분야에 따라 학업 및 선택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정통 캐나다 고등교육 환경에 완전히 통합되게 
해드립니다. 

졸업 프로그램    
• 9월, 1월 또는 4월에 시작 
• BC 주 정부 승인 졸업 과정 및 시험
•  유명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도그우드 졸업 증

명서 취득 
• 북미 일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대학 진학 상담 

단기 프로그램 

• 9월, 1월 또는 4월에 시작 
• ESL/ELL 수업 
• 경험 극대화를 위해 마련된 국제 학생 활동 및 

여행 

여름 프로그램 

• 7월 또는 8월에 시작 
• 수업은 현지 학교 교실 안에서 영어로 진행 
• 매일 지역 사회와 그 외 지역에서 레크리에이

션 활동(서핑, 하이킹, 고래 구경) 

전문 프로그램 

• EXPLORE 야외 교육 
• 골프 프로그램 
• 하키 프로그램 
• 배구 프로그램 

26:1 – 학생 교사 비율

졸업생의 82%는 토론토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
비아 대학교, 맥길 대학교 같은 일류 대학에 갑니다.

3



학교마다 누리는 신나는 기회

GP Vanier Secondary School

• 1,150명의 8~12학년 학생
• 코목스 밸리 스포츠 센터의 본거지, 15개 이상 스포츠 팀
• EXPLORE 야외 교육 프로그램 및 하키 프로그램 
•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과목
• 뛰어난 연극 프로그램
•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로봇 공학 및 과학 프로그램
• BC주 선수권 럭비 및 농구 프로그램 
• 정기 통학 버스 서비스

운동, 예술, 활기로운, 새롭게 개조된 건물

Mark R. Isfeld Secondary School 

• 1,000명의 8~12학년 학생
• BC주 최상위권 학교 
• 프랑스어 몰입 프로그램
• 탁월한 음악 프로그램
• 쟁쟁한 스키 및 스노보드 팀
• 골프 프로그램 
• 홈스테이까지 도보 거리

혁신, 경쟁력, 이중 언어

Highland Secondary School 

• 800명의 8~12학년 학생
• 프랑스어 과목
• 대학용 이중 학점 과목
• 엘리트 여성 배구 프로그램
• 우수한 STE(A)M 및 공작 과목
• 홈스테이까지 도보 거리

개인성향적 배려, 학업 중심, 친절한  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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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BC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뿐 아니라 순수 미술(음악, 사진, 미술)에서 응용 기술(로봇 공학, 프로그래
밍, 애니메이션) 및 기타 등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국제 학생들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 출신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코목스 밸리에는 3개의 중고등학
교(8~12학년) 외에도 2개의 중학교(6~9학년)와 13개의 초등학교(유치원~6학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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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정에 
동화되기
코목스 밸리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교육청직속 운영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경험이 
풍부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들은 홈스테이 가족을 하나하
나 신중하게 선별합니다. 국제 학생이 도착하기 전, 홈스
테이 가족은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잘 보살핌을 받도록 오
리엔테이션을 철저히 받습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학생과 홈스테이 가족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내는 동안 내내  활발하게 의사소
통합니다.  **국제프로그램교장 직접 가디언**
학생은 ‘가족의 일부’처럼 대우를 받으며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일 3식과 간식 
• 개인 방 및 가정 내 모든 편의 시설 이용 
• 가족 행사 및 휴일에 참여 
• 홈스테이 부모가 학부모 역할 
• 개인 뱅킹, SIM 카드, 숙제, 활동 등록, 학교 양식 작성 

돕기 
• 필요한 경우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받기 
•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교통편 

99% 영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가족 

1-2 명 학생이 가족당 다른 국적자

91% 홈스테이 만족도

우리 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호스트 부모님을 엄마와 아빠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좋은 음식을 자주 만들어주시고 가족 여
행에 저를 데려가세요.” --Doris, 중국

“호스트 가족과 살게 돼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학교나 생활에서 어려
울 때면 호스트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
청 의지하지요.”   --Molly, 베트남

“호스트 가족에게 아주 만족하고 좋은 점을 
말하려면 많지요. 그들은 활동하는 걸 좋
아하고 가족의 일부처럼 느끼게 해줬습니
다.” –Jose, 스페인

“전 세계적의 서로 다른 가족, 학생들과 맺
은 유대감은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것입니
다.”  --Corrie & Ed H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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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생활
코목스 밸리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기회를  갖습니다. 학교 팀에 가
입하거나,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모험을 떠나거나, 코목스 밸리 
국제 학생 프로그램이 여러분만을 위하여 계획한 계획 활동에 참
여하면 밴쿠버 아일랜드 전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여기 코목스 
밸리에서는 언제나 많은것을경험하며, 여러분은 지역 사회를 탐
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자유와 경험을 누릴것입니다. 

50여 학생 동아리 
다양한 스포츠 팀

20 회의 연간 학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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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원하세요
온라인 지원: studyinbritishcolumbia.com/apply 

1. 이전 2년간의 학교 성적 증명서와 현재 학년 성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본인이 영어로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첨부합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코목스 밸리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3.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4.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 9월, 1월 또는 4월

국제 프로그램 교장  

환영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나요?

Website: www.studyinbritishcolumbia.com
Email: Younhee.Edmonds@sd71.bc.ca 
              Gregory.Kochanuk@sd71.bc.ca
Phone: +1-250-703-2904
Address: 805 Willemar Ave. Courtenay, BC, Canada V9N 3L7

Comox Valley International 
High School Program

comoxvalleyisp

소셜 미디어로 팔로우하세요

여러분이 코목스 밸리에 오시는
것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적당
한 규모의 저희 교육청은  전 세
계에서 오는 국제 학생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
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경험은 활
기차고 도전하는 감동과 더불어 
평생 소중히 간직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Mr. Greg Kochanuk, 국제프로그램교장

Comox Valley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