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츠포드 국제학생 프로그램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INTERNATIONAL.ABBYSCHOOLS.CA

캐나다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한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캐롤리나, 브라질

Off to Class // Robert Bateman Secondary

애보츠포드유학생활 최고의
선택

애보츠포드에서의 유학생활은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학업면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여러가지 관심사와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스왈도, 멕시코-

휘슬러

캐나다

캐나다

Learning Commons // Robert Bateman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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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까지 1시간
태평양 해안까지 1시간
위슬러 스키장까지 2.5 시간
시애틀까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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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차량 이동 시간

15°C

Robert Bateman Secondary

브리티쉬 콜럼비아의 서부해안 온화한 겨울, 쾌적한 여름
애보츠포드의 날씨는 벤쿠버 지역과 같이
전반적으로 온화하여, 공원은 늘 푸르고 연중
야외활동이 용이합니다. 아름다운 태평양 해변과
가까이 있는 장엄한 산들에서 여러가지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베이커 산
시애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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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교육청 졸업생들은
세계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고
다양한 멋진 분야에 종사합니다.

수강신청에서부터 대학지원까지 받은
선생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애보츠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민, 한국-

유학생들은 현지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 최신기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시설에서 공부합니다. 혁신적인 수강과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한 교사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면에서와
개인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교육의
선두주자
BC주 최초 과학과 비즈니스
특화 고등학교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교육

세계

캐나다

공신력있는 캐나다의
언론잡지사에 의해 캐나다 10대

3

학교에 선정

위!

캐나다 총리가 수상하는
우수교육상 수상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는 인문분야에서 세계 1
위, 과학,수학,인문학 종합분야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OECD PISA 국제 학업 평가 결과-.

캐나다 전체에서 선정한
우수 교장 배출

세계 영어권 국가들 중 최고의 교육 시스템

캐나다 8위 I뉴질랜드 17위 I
호주 23위 I영국 24 I 미국 26위

북미 최대 예술학교 연합에서
인정한 모범 학교

세계 화학 올림피아드
은메달리스트 배출

Between Classes
WJ Mouat Secondary

애보츠포드 학생들은
캐나다 전역, 미국,
나아가 세계 각지의
우수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옥스포드대(RHODES 장학생으로 선발) 스탠포드
하버드 MIT(메사추세스 공대) 코넬 브라운 클램슨
파슨스 디자인 맥길 존스홉킨즈 서울대 토론토대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Science Lab

WJ Mouat Secondary

애보츠포드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위해 여러 대학들을 교육청으로 초청합니다. 대학의
국제 담당자들이 BC주에서 졸업하는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립,국립 기능대회
메달리스트 배출
지진방지 및 안전 디자인
대회 입상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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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몰입 교육방법은
영어를 습득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개별화된
교육경험 제공

20,000

현지
학생수

명

1,400

 이상의
명
교사진

3%
미만의
유학생수

애보츠포드 교육청은 캐나다 내에서 혁신과
최첨단기술을 갖춘 선구적인 교육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고의 에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신설비를 갖춘 TV/영화제작 수업 또한
제공합니다. 북미주에서 최초로 3D 프린터를 보유한
학교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국제학사학위과정) 와 ADVANCED
PLACEMENT (AP:대학학점 선이수 과정)
과학과 비즈니스 특화 고등학교
엔지니어와 건축
무대예술 및 시각 예술
테크놀러지
CHECK OUT OUR SCHOOL VIDEOS

항공

international.abbyschools.ca/videos

스포츠 아카데미
아웃도어 교육

Computer Lab // Robert Bateman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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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교육청의 고등학교들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많은 다양한 학습기회를
현대적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온 국제학생들은
최고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보츠포드 전통

예일

고등학교

고등학교

500 students
atss.abbyschools.ca

1300 students
yale.abbyschools.ca

애보츠포드 시니어
릭 핸슨

애보츠포드 통합 예술

고등학교

ABBOTSFORD
SCHOOL OF
INTEGRATED
ARTS = 6 – 12

학기제
9월-1월, 2월-6월

소프트볼

스포츠

학교 선생님들과 카운슬러들, 그리고 애보츠포드 교육청
국제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으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마테우스, 브라질 -

합창

패션디자인

아웃도어 교육

심리학

경제학

로봇

3D 에니메이션

마켓팅

레코딩 스튜디오

건축

2D/3D 드래프팅

저널리즘

드럼라인

밴드
야구

디지털 아트
골프

연극

미술
럭비

수구

스포츠 아카데미
육상

댄스

스포츠 재활
하키

드래곤보트

방송
농구

비지니스 관리

회계

1400 students
wjmouat.abbyschools.ca

배구

모엣
예일
애보츠포드 전통
통합 예술
크로스컨츄리 러닝

9 – 12
학년

축구

애보츠포드 시니어
릭 핸슨
로버트 베이트만

고등학교

1000 students
robertbateman.abbyschools.ca

법률

모엣

미식축구

고등학교

200 students
sumasmountain.abbyschools.ca

수영

로버트 베이트만

대학학점 선이수 과정 (AP)

다양한
프로그램

우등반

700 students
rickhansen.abbyschools.ca

국제학사학위 (IB)

1100 students
abbysenior.abbyschools.ca

고등학교

레슬링

고등학교

애보츠포드
국제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을 세심히 살피고
학교내에서나 학업외
문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랜 경험을 갖춘 스태프들과 국제학생담당 직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애보츠포드에서
지내는 동안 완전한 지원을 받고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학생중심”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고, 새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학교와 홈스테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차원이 다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애보츠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전 제 2의 가족을 만났어요.
– 사스키아, 독일-

Marie and the Currie family

홈스테이 히어로
학생들의 안전과 편안함은 홈스테이
가정 선별 기준의 우선입니다.
국제학생 모두가 깨끗하고 편안한
자기 방을 갖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받으며, 가족같은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 국제학생 담당자 (스페인어)

누리 // 국제학생 담당자 (한국어,중국어)

세계적 수준의 학생 지원 시스템
국제학생 담당자 한 명당 담당하는 유학생 비율이
캐나다에서 가장 낮습니다.

학생 지원 예
. 프로그램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애보츠포드에서의 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국제학생 담당직원들을 만나보세요.

. 영어 능력 평가

국제학생 담당직원은 애보츠포드에서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여러모로 개별화된

. 성적 관리

도움을 제공하므로써, 학생들이 최상의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각종 재등록 신청서류 지원

국제학생 담당직원들은 학생들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학교에서의 학업뿐만 아니라

. 홈스테이 및 학교 밖 생활 관리및 지도

학교 밖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의 학업, 출결석, 홈스테이 생활 및

. 24시간 비상 연락 가능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며 캐나다 생활에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international.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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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애보츠포드를
대도시와 소도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곳이라고 말합니다.
애보츠포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도시중 하나인 밴쿠버까지 한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중소도시가 주는
익숙함과 지역사회가 모두 이웃같은 느낌을

Enjoying the Day // Abbotsford Senior Secondary

즐기고, 주말이 되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를
구경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밴쿠버로
갈 수 있습니다. 산,강, 호수로부터 쇼핑몰,

브리티쉬 콜럼비아주는 유학생활을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호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시설및 문화센터 등,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캐나다 서부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가볼만한 곳중 하나로 뽑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한주간

화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오후 2시

애비 그라인드산
하이킹, 경치가
너무 좋다

월요일 오전 10시
최고의 화학시간,
페너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다

영화관에서
친구들과 좋은
영화를 보다

토요일 오전 1시

목요일 저녁 7 시
수요일 오후 1시
드디어 내가 만든
로보트를
작동시키다

하키팀의
승리를
응원하다

금요일 오전 10시
우리 영화반
과제의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다

브라이언, 제나,
바브를 만나 버스를
타고 벤쿠버로 향하다

international.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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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국제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생에 있어 귀중하고
잊지못할 경험을 합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캠핑장으로의 하이킹,
힘겨운 바위산 등반, 가까운 산에서 스키,
흰물결이 부서지는 래프팅을 하며 물에
흠뻑젖고, 페인트볼을 알록달록 맞는 경험을
해 보세요. 이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만과
밴쿠버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로도
일일여행을 갑니다.

미술/점심시간을 활용한 스포츠/
학생로터리클럽 주최 댄스파티/웅변/
졸업준비위원회/수학/학교신문반/
우정클럽/졸업앨범기획반/합창반/
밴드부(재즈,오케스트라)/사진반/
리더쉽/로잉/다문화클럽/야외교육/
도서관지원/요리반/선의모임/
그래픽디자인/연극/글로벌 스튜어드쉽

최고의 스키 // 위슬러 블랙콤

Totems in Stanley Park

농구 골프 테니스 육상경기
축구 수영 배구 레슬링
미식축구 럭비 스키 단거리
경주 육상 아이스하키

행
여
일
일

밴쿠버 수족관에서의 잊지못할 시간
바다 경치를 즐기며 가는 빅토리아로의 여행
밴쿠버 시내 쇼핑여행
스탠리파크에서의 해변 피크닉
수북히 쌓인 흰눈속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유명한 경치를 자랑하는 싸이클과 하이킹 트레일
박물관과 정부청사 견학
과학 박물관에서의 체험

벤쿠버, 빅토리아, 위슬러로의 여행들은 제
유학생활 최고의 경험중 하나입니다.
-코타로, 일본-

international.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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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1

5

8

고등학교

헴락 스키장까지
1시간 미만

1
2
3
4
5
6
7

릭 핸슨 과학과 비즈니즈 특화 고등학교
W.J 모우엣
애보츠포드 전통학교
애보츠포드 시니어
예일
로버트베이트만
애보츠포드 통합 예술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벤쿠버까지 1시간
태평양 해안까지 1시간
위슬러 스키장까지 2.5 시간

활동시설

2

1

12

11

6

3
4
9
10
5
8

7
13

1
2
3
4
5
6
7
8
9
10
11

멀티 영화관과 쇼핑
메스퀴 레크레이션 센터
시티 센터 몰과 레스토랑
애보츠포드 레크레이션 센터
앨버트 딕 레이크 내 웨이크보드 공원
애포츠포드 튜울립 축제
승마
애보츠포드 국제 에어쇼
캐슬 펀 파크 실내놀이터
실내 암벽 등반
밀 레이크 공원 – 조깅,낚시,싸이클링
트레일
12 볼링
13 애보츠포드 국제공항의 항공 프로그램
종합병원 및 암 연구센터
프레이져밸리 대학교

캐나다와 미국 국경

캐나다와 미국 국경

캐나다와 미국 국경
international.abbyschool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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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보츠포드가 많이 그리울거에요.
여기서 느꼈던 안전함과 자유, 이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곳곳이 멋진
추억으로 가득차 있으니까요.
– 애나 소피아, 콜롬비아 –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애보츠포드를 유학의
최적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애보츠포드 교육청의 학교들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홈스테이 가정들과 교육청 국제학생
담당 직원들은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애보츠포드의 온화한 기후와 좋은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고, 도시의 편이시설을 쉽게 이용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INTERNATIONAL.ABBYSCHOOL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