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PIRING 
ACADEMIC 
EXCELLENCE

COQUITLAM 
SCHOOL DISTRICT

CO
Q

U
ITLA

M
 SCH

O
O

L D
ISTRICT

VEN
17/18





COQUITLAM 
SCHOOL DISTRICT

2 COQUITLAM 학군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4 지도

6 Coquitlam 학군의 학교

8 CENTENNIAL 고등학교

10 DR. CHARLES BEST 고등학교

12 GLENEAGLE 고등학교

14 HERITAGE WOODS 고등학교

16 PINETREE 고등학교

18 PORT MOODY 고등학교

20 RIVERSIDE 고등학교

22 TERRY FOX 고등학교

24 중학교

28 초등학교

30 프로그램

32 홈스테이 및 학군의 학교 – 캐나다식 경험

34 전세계의 유학생 환영

36 지도



COQUITLAM 학군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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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 학군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  Coquitlam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벤쿠버 지역에 위치
•  British Columbia(BC)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주에서 최고의 

학군으로 평가
•  British Columbia의 3대 학군으로서 70개 학교에 31,000

여 명의 학생이 재학
• 안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
• 56년 이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전통
• 새로운 하이테크 학교가 현대식 시설과 전세계와의 
연계성을 제공
• 매년 주 차원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공
• 고등학교 졸업장을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인정
•  Coquitlam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 중에서 대다수는 대학교 

진학

• 97%의 졸업률

45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총 70개 학교

COQUITLAM 지역사회

43학군(Coquitlam)은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주에 있는 
3대 공립 학군으로서 70개 학교에 31,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군에는 Coquitlam, Port Coquitlam 
및 Port Moody시와 더불어 Anmore 및 Belcarra 마을이 
포함됩니다. 이들 3개 도시에는 200 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218,000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Coquitlam은 
Vancouver 도심에서 자동차나 Sky Train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개의 주요 대학교인 Simon Fraser 
University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는 Coquitlam에서 
가까이 위치합니다. 2010년 동계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세계적인 수준의 Whistler산 스키 리조트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미만이 소요됩니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안전한 
환경으로 유명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태평양과 Fraser
강을 접하고 있는 Coquitlam은 해외 유학생들이 연중 쇼핑과 
다양한 국가의 요리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Coquitlam은 전세계 각지의 유학생들을 환영합니다.

Patricia Gartlan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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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 학군의 학교

저희 학군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C 교육부가 인증한 커리큘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70개 학교 중에서 다수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학교라서 현대식 시설과 기술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제2 언어인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ESL 학습 및 인증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Dogwood Diploma”는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입니다. 45개의 
초등학교에서는 6년 동안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중학교는 6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해당됩니다. 14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옵션에 대해 탐구하고 고등학교의 학습 요건 및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환적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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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등학교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입니다. 11개의 
고등학교에는 주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학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AP(Advanced Placement), 프렌치 이멀전
(French Immersion),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 높은 학습 및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quitlam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팀 운동, 미술, 
드라마, 음악과 같은 다양한 과목 및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학교들은 전체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으로서 전세계 학생들과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DB,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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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NNIAL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Centaurs

Centennial 고등학교는 캐나다 연방이 구성된지 100년이 되던 해인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에 Centennial 고등학교는 새로운 캠퍼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의 설계는 LEED Gold Standards를 준수할 것이며 실습실, 
금속 작업실, 자동차 및 목공, 220개 좌석의 극장, 야외 원형 극장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는 학업 수준이 높으며 지금까지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과 운동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학생 참여 기회와 리더십의 기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리, 자동차 및 실험적 학습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Hockey Academy 등은 
이 훌륭한 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교육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교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브라질과 아주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날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서 캐나다식 
생활방식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캐나다를 선택한 한 가지 이유는 일생에 처음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 영어 실력과 생활 지식을 활용하여 
이곳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였어요. 
Henrique Costa E Silva, 12학년 브라질 유학생



책임이 따르는 자유

고등학교 - 미래의 리더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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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HARLES BEST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Blue Devils

Dr. Charles Best 고등학교는 타인에 대한 배려, 학업적 우수성, 그리고 목표 
달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포용력, 교육 및 동기 부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습 프로그램 및 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물리, 법률, 드라마, 배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군의 어느 학교보다 우수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며, 교실 밖에서는 음악, 시각 미술, 공연 예술, 운동 등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Dr. Charles Best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업 성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광범위한 
커리큘럼과 과외활동, 헌신적인 교직원, 개별 학생에 맞는맞춤화된 배려, 성공과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에 대한 전통 등의 장점 덕분에 각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장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내가 16살에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제2언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요. Dr. Charles Best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에 카운셀러 선생님이 과목 
이수에 대해 도움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방과후에 학년 앨범 제작 클럽
(Yearbook Club)과 다문화 클럽(Multicultural Club)에 참여했고 동기생의 튜터로 
일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imon Fraser University(SFU)에 진학해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ESL을 전공했어요.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문화, 
교육, 사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전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학교였어요. SFU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통역사 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주한 대사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현재(Esther Hyunjae Jang), 한국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

고등학교 - 미래의 리더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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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EAGLE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Talons

Gleneagle 고등학교의 시설에는 학생용 공동사용 공간, 대규모 다목적 야외 
운동장, 현대식 체육관, 장비, 체력 단련실, 야외 수영장, 주변의 Town Centre 
Aquatic Centre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 프로그램에는 아너(Honours) 프로그램, 
AP(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 신문 ‘The Edge’, 
학군의 영재 프로그램인 ‘TALONS’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 이 학교는 B.C. 학교 스포츠 협회로부터 ‘최고 학교(Best All-Around School)’
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Takemasa Oyama라고 하고, Gleneagle 고등학교의 유학생입니다.  사람들이 
애니메이션과 스시 이외에는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일본에 대한 저의 지식과 열정을 알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 문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1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일본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본에 자매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해외 유학생이라면 자신의 모국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공유하고 
캐나다에 대해 알아가면서 글로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우리 학교에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멋지고 영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Takemasa Oyama, 일본



변화의주역

고등학교 - 미래의 리더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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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WOODS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Kodiaks

Heritage Woods 고등학교는 학업 성적, 순수 예술, 운동,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ort Moody 도심의 숲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교실에서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고 325개 좌석의 전문 공연장과 완전한 체육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6개 있으며, 이 중에서 2개는 일반 용도이고, 하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전용, 하나는 사진, 하나는 컴퓨터 정보, 하나는 기술 교육 전용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와 교실 LCD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덕택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모든 과목에서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ritage Woods 고등학교는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다수의 Fraser Valley 대회 상을 수상하고 아이스 하키와 스노우보딩에서 주 차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시스템은 다양한 옵션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런 곳에서 공부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항상 발전하도록 도와주시고 Heritage Woods 학생에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15개 이상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고 5개는 계속 작업 중이에요. 가을에는 SFU 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Dasha Boichenko, 러시아



세상과 소통하는  
마음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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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REE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Timberwolves

Lafarge 공원을 가로질러 위치하는 Pinetree 고등학교는 Coquitlam 공원 및 Leisure 
Services, David Lam Campus of Douglas College 등과 시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이러한 3자간 파트너십 덕분에 학생들은 최고의 체육 교육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Pinetree 고등학교는 AP(Advanced Placement) 과정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독특한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순수 미술 
과목, 정보 기술, 비즈니스 교육, 가정 경제학, 독특한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학교는 순수 미술과 공연 예술은 물론 완전한 운동 프로그램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진행되는 “교내” 프로그램이
특히 유명한데 보드게임에서 등산, 아웃도어 클럽, 컴퓨터,
기술 클럽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2월에 캐나다에 왔는데 너무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좋고 교사들도 
훌륭하고 운동장도 멋져요. 지금 수학 11, ESL, 체육, 과학 10을 듣고 있어요. 체육 
수업 시간에는 일본에서 할 수 없는 볼링, 골프, 아이스 스케이트 등은 물론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은 ESL 교사인 Ms. Wong이에요. 
Ms. Wong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선생님 덕분에 내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해외 유학생들을 잘 챙겨주세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수학과 과학은 약간 어렵지만 일본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Coquitlam Little League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거의 매일 방과후에 경기와 연습을 하고 있어요. 
YS, 일본 



협력을 통한  
도전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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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MOODY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Moody Blues

Port Moody 고등학교에는 체육관이 2개가 있는데 현대식 시설,
체력 단련실 및 피트니스 공간, 대규모의 첨단 음악실, 다목적 야외 잔디밭, 학생용 
다목적 공공사용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rt Moody 고등학교는 학업 성적,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실용 기술,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유명합니다. 캠퍼스를 산책하면 멋진 경치에 매료될 것이며, Wall of Fame
에는 현재 학생과 졸업생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용적인 
학교로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AP(Advanced Placement),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도 유명합니다.

캐나다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했고 중국의 대련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Coquitlam 학군은 저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을 정말 많이 주었어요. 올A 성적을 받고 
있고 Coquitlam Centre Library에서 개인 튜터로 자원봉사도 하고, People’s Court에서 
테니스도 치고 전세계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최근에는 Coquitlam 캐나다 고급 및 중급 수학 대회의 중급 
부문에서 1등 상을 받았어요.

학교 시스템과 이 멋진 도시의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고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George Wang, 중국



우수성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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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IDE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Rapids

Riverside 고등학교는 주요 기술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P(Advanced 
Placement), 아너(Honours) 과정 등을 포함한 고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verside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과외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중 
진행되는 다양한 클럽, 리더십 기회, 운동 팀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옵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Riverside의 운동 
프로그램은 여러 스포츠에서 주 차원의 팀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연중 다양한 스포츠 
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20여 개 클럽이 있으며 커리큘럼 및 공동 커리큘럼 학생 리더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고 Coquitlam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와주고, 제가 과제나 
숙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궁금한 것을 정말 
쉽게 설명해줘요.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야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Carlos, 멕시코



무한한 
기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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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 FOX 고등학교
학교 팀 이름: Ravens

Terry Fox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가 모범을 보이듯이
이상을 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Terry Fox 
고등학교는 AP, 비즈니스 교육, 드라마, 기술, 교육, 가정 경제학, 음악, 시각 미술, 
컴퓨터 공학, 체육 등은 물론 견습생 프로그램인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 및 목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기술을 익히고 졸업하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관심 분야를 
특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Terry Fox 고등학교는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컴퓨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Learning Centre, Skill Development Program, Career Centre 
및 Online 기회 등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phia는 2016년 Stanford Invitational Speech and Debate Tournament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Harvard High School Invitational Tournament에서 32위를 
했습니다.

“저는 2학년에 캐나다에 왔는데 그 후 어느 때보다 보람찬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정말 
좋고 교직원들도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43
학군 학교들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서 하나는 카운셀러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특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Terry Fox 고등학교에서 
배려와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담당 카운셀러인 Mr. 
Chambers 선생님은 학군의 스피치 대회 참여나 대학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친절하고 협조적인 시스템 덕택에 자신감에 넘치고 목표가 
확실한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영(Sophia), 한국



최고를  
추구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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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ting 중학교는 완전한 보충적 탐구 과목, 밴드와 합창 프로그램,
다양한 체육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nting 중학교의 독특한 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클럽, 리더십 기회, 수업 전후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Citadel 중학교는 수준 높은 학습 표준을 강조하는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커리큘럼 경험 및 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및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omo Lake는 다양한 클럽,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배구, 크로스 컨츄리, 필드 하키, 수영, 농구, 레슬링, 트랙 앤 필드, 럭비, 배드민턴 
등의 운동 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Eagle Mountain 중학교는 Heritage Mountain 고등학교 위에 위치하며
Port Moody 및 Anmore 지역을 커버합니다. 이 학교는 대화식 학습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협업을 위한 열린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할
공동 구역으로서 자연 채광이 풍부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NTING 중학교

COMO LAKE 중학교

CITADEL 중학교

EAGLE MOUNTAIN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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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CREST 중학교

MAILLARD 중학교

KWAYHQUITLUM 중학교

Hillcrest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평생 학업적, 사회적, 개인적으로는 물론
협력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권장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illcrest 중학교에는 다양한 클럽,
탐구 활동, 운동, 음악 클럽, 학생 리더십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프렌치 이멀전(French Immersion) 학교인 Kwayhquitlam 중학교는 학생들이 
규정된 BC 커리큘럼과 프랑스어 교육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클럽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Maillard 중학교는 잉글리시 이멀전과 프렌치 이멀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 프로그램에서 주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홈 아트, 음악, 기술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학교 활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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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 CREEK 중학교

MINNEKHADA 중학교

MOODY 중학교

MONTGOMERY 중학교

Minnekhada 중학교는 학교 차원의 공개 연설, 학생 리터러시 컨퍼런스, 고난이도 
수업, EAL 프로그램, 고급 수학, 통합 학생 서비스부, 학교 차원의 집중적인 
읽기 쓰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Montgomery 중학교는 종합적인 학업, 탐구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과 방과후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재량 과외활동, 교내 활동, 학교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Monty” 중학교는 소속감을 성공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Ecole Moody Middle School of the Arts의 학생들은 드라마, 댄스,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시각 미술, 음악, 기술 아트 등의 수업으로 
예술적 재능을 승화시킵니다. 이 프렌치 이멀전(French Immersion)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에 액세스하고, 처리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합니다.

Ecole Maple Creek 중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프랜치 이멀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프랑스어와 영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aple Creek 중학교에는 모든 종류의 음악 프로그램, 클럽, 다양한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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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T RIVER 중학교

SUMMIT 중학교

SCOTT CREEK 중학교
Westwood Plateau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Scott Creek 중학교는
고무적이고 도전적인 학습 및 탐구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Scott Creek 
중학교에는 다양한 운동 팀과 클럽이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와 야외 클럽은 모든 
산악 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커리큘럼 용도의 트레일을 설계하고 설치합니다.

Summit 중학교는 운동 팀, 밴드,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과외활동 기회와 
더불어 수준 높은 학업 및 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ummit 중학교 음악 
프로그램에는 3가지의 대규모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음악 탐구 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ort Coquitlam에 위치하는 Pitt River 중학교는 유일한 “지역사회” 중학교로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 팀, 밴드,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과외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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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rson 초등학교

Anmore 초등학교

Aspenwood 초등학교

Baker Drive 초등학교

Birchland 초등학교

Blakeburn 초등학교

Bramblewood 초등학교

Cape Horn 초등학교

Castle Park 초등학교

Cedar Drive 초등학교

Central 초등학교

Coquitlam River 초등학교

Eagle Ridge 초등학교

Glen 초등학교

Glenayre 초등학교

Hampton Park 초등학교

Harbour View 초등학교

Hazel Trembath 초등학교

Heritage Mountain 초등학교

Irvine 초등학교

James Park 초등학교

Kilmer 초등학교

Leigh 초등학교

Lord Baden-Powell 초등학교

Mary Hill 초등학교

Meadowbrook 초등학교

Miller Park 초등학교

Moody 초등학교

Mountain Meadows 초등학교

Mountainview 초등학교

Mundy Road 초등학교

Nestor 초등학교

Panorama Heights 초등학교

Parkland 초등학교

Pinetree Way 초등학교

Pleasantside 초등학교

Porter 초등학교

R.C. MacDonald 초등학교

Ranch Park 초등학교

Riverview Park 초등학교

Rochester 초등학교

Roy Stibbs 초등학교

Seaview 초등학교

Walton 초등학교

Westwood 초등학교

기초 학업 형성기
저희 학군에는 45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에서 5
학년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초 학업 
형성기는 평생의 학습 기반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 기초 학업 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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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든 Coquitlam 학교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중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년(5개월) 프로그램과 1년(10개월)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학생들은 일반적인 캐나다식 학급에 배정됩니다.

여름학기 프로그램에는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ESL/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전 ESL 수업과 오후 문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익힌 영어 
실력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British Columbia 주의 커리큘럼은 어려운 주요 과목인

영어, 사회,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순수 미술, 취업 및 기술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요 과목 이외에도 졸업 요건과 미래의 목표에 부합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AP(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은 더욱 도전적인 수준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BC Dogwood Diploma는 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여되며, 캐나다, 미국, 전세계에서 대학 입학시 인정됩니다.

1년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개월 - 9월 - 6월

반년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학교
6개월 - 9월 또는 1월 시작
 
고등학교
5개월 - 9월 또는 2월 시작

단기 프로그램
여름 및 겨울 집중 ESL 프로그램 
여름: 7월 및 8월 
1-8주 중에서 선택 가능한 주간 프로그램 

지원 절차

3단계
입학 허가된 학생은 유학 허가 신청할 때 

사용할 입학 허가서를 수령합니다.

2단계
입학 허가된 학생은 청약서를 수령합니다.  

수업료와 보호자 문서를 제출합니다.

1단계
허가를 받으려면 지원서, 지원비, 여권 사본,  

공식 성적표 사본을 제출합니다.

4단계
Coquitlam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여권과 유학 허가서를 
지참하고 해외교육 담당실(International Education 

Office)에 도착을 알려 의료보험의 효력을 개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 높은 학업 성과를 위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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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겠다는 생각은 캐나다로 학교 투어를 갔을 때 떠올랐습니다. 우리 
Saki는 Coquitlam 학군에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Gleneagle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들도 각각의 학생을 잘 보살펴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와 모든 수업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말 고마워요! 
Mrs. Takenawa(학부모)

홈스테이

Coquitlam 학군에서의 홈스테이는 단순히 식사와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생활에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타지에서 “
제2의 가정”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홈스테이에는 일반 
가정에서 제공하는 숙식이 포함됩니다. (참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장기 
프로그램 기간에 학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Coquitlam 지역의 많은 가족들은 학생이 43학군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서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배치를 할 때 여러 
홈스테이 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quitlam 지역의 홈스테이 기관 목록은
학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스테이 및 학군의 학교 – 캐나다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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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유학생 환영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영국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통가
태국
터키
베트남
아랍 에미리트
영국
미국 



글로벌 시민이 
내일의 리더로 성장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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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s
01 Alderson
02 Anmore
71 Aspenwood
05 Baker Drive
06 Birchland
74 Blakeburn
09 Bramblewood
10 Cape Horn
72 Castle Park
11 Cedar Drive
12 Central
13 Coquitlam River
20 Eagle Ridge
18 Glen
19 Glenayre
73 Hampton Park 
21 Harbour View
22 Hazel ‘Itembath
17 Heritage Mountain
27 Irvine
29 James Park
31 Kilmer
33 Leigh

34 Lord-Baden Powell
36 Mary Hill
37 Meadowbrook
38 Miller Park
43 Moody
45 Mountain Meadows
44 Mountain View
46 Mundy Road
47 Nestor
48 Panorama Heights
49 Parkland
50 Pinetree Way
51 Pleasantside
53 Porter Street
54 Ranch Park
23 RC MacDonald
57 Riverview Park
55 Rochester
56 Roy Stibbs
58 Seaview
69 Walton
70 Westwood
 

Middle Schools
93 Banting
102 Citadel
78 Como Lake
24 Hillcrest
108 Kwayhquitlum
81 Maillard
91 Maple Creek
90 Minnekhada 
84 Montgomery 
86 Moody
82 Pitt River
113 Scott Creek
114 Summit

Secondary Schools
76 Centennial
80 Dr. Charles Best
125 Gleneagle
130 Pinetree 
88 Port Moody
132 Riverside
136 Terry Fox
127 Heritage Woods

SCHOOL LOCATIONS
Preparing Tomorrow’s Leader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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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 School District
International Education

1100 Winslow Avenue
Coquitlam, British Columbia

Canada V3J 2G3

Telephone: +1 604 936 5769
E-mail: internationaled@sd43.bc.ca

www.internationaled.com
    @coquitlam_inted
    SD43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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