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monton Public Schools, Centre for Education
One Kingsway, Edmonton, Alberta, Canada T5H 4G9

주요 내용

• 캐나다 알버타 주 우수 학교에서의 학업
• 우수 학교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된
국제 학생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 다양한 교육 과정 및 대안 프로그램 선택
제공

• 안전한 교육 환경과 현지 홈스테이
가정의 보살핌

프로그램 특징

• 알버타 고등학교 과정 졸업장 수여
• EL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AP
(Advanced Placement)
연극과 미술, 과학과 기술, 스포츠 활동

•
• 대학 준비

프로그램 내용

•
•
•
•
•
•
•

전화: +1-780-429-8249, 팩스: +1-780-425-6405
이메일: isp@epsb.ca, 홈페이지 주소: http://internationalprograms.epsb.ca
위치
에드먼튼 시는 아름다운 자연 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 공원들이 많습니다. 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성장 도시입니다. 최고의 교육
시스템과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알버타 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 교육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하며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은 예술 축제, 댄스 축제, 극장 공연, 프로 하키와 축구 경기, 식당 및 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먼튼은 대도시로서의 명성을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 사업,
레크리에이션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록키 산맥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준: 유치원 – 12학년
정규 과정 기간: 9월 – 6월

에드먼튼 공립 학교(EPS) 과정은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1995년

입학 시점: 9월 또는 2월

이후로 국제 학생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사립/공립: 공립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프로그램: 1995년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주: 25시간

도시 내 13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 상담사, 교직원들로부터 수준

대학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제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에게는 알버타 주 내 4년제 및 2년제
대학 과정, 전문 기술 교육 기관에 지원할

국제 학생 프로그램(ISP)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 대상의 ESL 프로그램과 더불어 현지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주 정부 교과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습니다. ESL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언어 적응 지원

입학 요강

• 최소 영어 구사 요건: 없음
• 최소 학업 성취도 요건: 전체 교육
과정에서 성취도 50% 이상.

• 추천서: 필수
• 지원 마감일: 개강 전 최소 3-4개월 전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IB와 AP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 교과 과정: 영어, 사회, 수학, 생물, 화학, 물리, 미술, 직업 및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알버타 주 정부 교육 시스템의 요건에 부합하는 고유한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드먼튼 공립 학교 1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캐나다를 포함한 지원 가능
국가의 모든 대학교, 전문 대학, 기타 교육 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우수한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이점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인정 받는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활동 및 시설
EPS는 학생들에게 최첨단 학습 지원 시설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시설에는 컴퓨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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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위치

•
•
•
•
•

알버타 주 수도권
도시 인구: 1,000,000명
온도: -15°~25°C
주변 환경: 도심 지역
생활 편의 시설: 쇼핑센터,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 레저 센터, 실내
스케이트장, 스키장, 수영장

•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알버타 대학교 및
다양한 대학 교육 기관.

학교 규모

•
•
•
•

강의, 과학 실험, 댄스 교실, TV 스튜디오, 도서관, 기술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첨단 운동 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크로스 컨트리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은 물론, 글쓰기, 사진 촬영, 리더십 개발을 위한 특별
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절차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홈페이지 또는 지원서에 소개된 절차에 따라 이메일(제출
서류 사본 첨부),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구비 서류가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 5세 - 20세

-

ISP 신청서(누락 부분이 없어야 하며, 학업 기간, 거주지 및 선호 학교 포함)

학급 별 학생 수: 22명 - 28명

-

여권

총 학생 수: 300명 - 2,500명

-

최근 2년간 학업 성적 증명서(영문)

학생/교사 비율: 22 – 28:1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영문)

-

면역 접종 확인서

국제 학생

• 프로그램 등록. 700명 이상
• 현지 학생 등록 비율: 1%
• 출신 국가: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타이완,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기타.

환불 규정

• 에드먼튼 공립 학교 과정이 시작된

-

만 18세 이하인 경우, 현지 보호자 공증 확인서(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

지원 수수료, 등록금, 건강 보험료

지원서와 관련 비용이 접수되면 지원자에 대한 입학 사정이 시작됩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 에드먼튼 공립 학교에서 발행하는 공식 입학 허가서를 발행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여 학생 학업 비자를 신청합니다. 학생 학업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를 심사하는 캐나다 외교 공관에 제출합니다. 학생 학업 비자 심사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4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정규 과정 시작 후에 도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에드먼튼 공립 학교 입학 사정에서
탈락한 경우와
o 학업용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에드먼튼 공립 학교는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CHN) 협회와 협력하여 홈스테이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에드먼튼 공립 학교와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는 에드먼튼에서
학업하는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 협회의 담당 관리자는 필요 시 학생과 현지 홈스테이 가정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홈스테이 지원서 양식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홈스테이
프로그램(Homestay Program)'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o 환불이 가능합니다.
o 9월 30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국제 학생 지원

취득한 학생 또는 부모가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직장을

국제 학생 프로그램 담당 팀,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은 국제 학생들이 현지 생활에 적응하여

구하거나 교과 이수 허가를 취득한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사 및 학생 어드바이저는 재정, 학교, 현지

학생

생활, 대학 진학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합니다. 언어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통역 및 번역

• 환불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금을 납부한 당사자에게
환불금을 반송해 드립니다.

국제 학생들이 친숙하게 현지 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럽을 운영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축하 행사와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타 문화에서 겪을 수 있는
외로움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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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드먼튼 공립 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

•

알버타에 거주하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부문과 신설 국제 표준화
시험의 독해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
10위권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드먼튼 공립 학교에 다니는 국제 학생의
80~100%가 매년 주 디플로마 취득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I5세 학생 대상 표준화 시험 점수 세계 순위*
과학

독해

수학

1.

싱가폴

1.

싱가폴

1.

싱가폴

2.

알버타

2.

알버타

2.

홍콩

3.

일본

3.

홍콩

3.

마카오

4.

에스토니아

4.

핀란드

4.

타이완

5.

타이완

5.

아일랜드

5.

일본

6.

핀란드

6.

에스토니아

6.

7.

마카오

7.

한국

7.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동성
한국

8.

캐나다

8.

일본

8.

스위스

9.

베트남

9.

노르웨이

9.

에스토니아

10. 홍콩
11.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동성
12. 한국
13. 뉴질랜드
14. 슬로베니아
15. 호주

10. 뉴질랜드
11. 독일

10. 캐나다
11. 네덜란드

12. 마카오
13. 폴란드

12. 알버타
13. 덴마크

14. 슬로베니아
15. 네델란드, 호주

14. 핀란드
15. 슬로베니아

*OECD와 2015년 국제학생 평가 국제 시험 프로그램(OECD PISA)이 실시한 조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PISA 점수는 특정 구간의 평균값이며, 알버타 조사 결과는 신뢰 구간을 반영합니다.
OECD PISA 홈페이지: www.pisa.oecd.org.
2016년 12월

탁월한 학업 성취도

에드먼턴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 정규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 달성!

 2016~17년 알버타 교육 학위(Alberta Education Diploma) 과정의 국제 고등학교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 과목별 알버타주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기준 이상이
되는 학생의 비율:
 사회 30-1: 100%

 화학 30: 98%

 수학 31: 97%

 영어 30-2: 97%

 순수 수학 30: 94%

 과학 30: 93%

 생물 30: 93%

 물리 30: 93%

 사회 30-2: 90%

 영어 30-1: 87%

 2016년~17년 학기에 실시된 알버타 지역 국제 중학교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시험
결과에서 100%의 학생들이 수학 수용 기준을 통과했고, 과학에서는 67%의
학생들이,

사회과목에서는

50%의

학생들이,

언어학에서는

50%의

알버타지역 해당 기준에 부합하거나 기준이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국제 유학생들은 2016~17년도 학기에 거의 완벽한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2017년 10월

학생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