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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장점

높은 학업 성취도

교육청 #42 졸업생들은 맥길대학교 (McGill 
University),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UBC)를 비롯한 다수의 
명문대학교로 진학합니다.

다양한 학업 과정

교육청 #42는 국제학력 평가시험 (IB), 고교 심화 학습 
과정 (AP)과 자기주도 학습, 스포츠 학교, 예술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42 학교

6개의 중등학교가 폭넓은 프로그램, 선택과목, 스포츠, 
동아리 등을 제공합니다. 21개의 초등학교가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학생 지원

교육청#42 산하 모든 학교에서 국제 학생을 위한 ELL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등학교는 학생의 학업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국제학생 담당 (International Liaison)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월별로 
스키, 하키 경기, 빅토리아 여행 등의 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커뮤니티

톰슨 (Thompson) 산맥 기슭에 자리한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입니다.

홈스테이

경험이 풍부한 홈스테이 가족들이 학생들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산맥과 물줄기가 힘찬 프레이저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등산로, 
스키장을 비롯한 복합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수상 
스포츠, 야외 운동 경기장과 같은 각종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42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연령 모두에 걸친 
유학생들을 맞이하여 캐나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업 
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캐나다의 교육과 
문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영어 실력의 향상 이외에도 
평생에 걸친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청 #42는 밴쿠버 동쪽으로 약 45분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안전하고 가족 지향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메이플리지  
(Maple Ridge) 시와 피트메도우즈  
(Pitt Meadows) 시의 지역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온 모든 국적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홈스테이 가족들도 국제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러셀

학교 감독관, S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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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회계, 경제학, 마케팅, 금속, 요리법, 디지털 비디오 
애니메이션, 자동차 기술, 목공

스포츠

배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크로스컨트리, 육상, 수영, 
컬링, 체조, 레슬링

클럽활동

학생회, 문예 클럽, 사진클럽, 플라이피싱 클럽, 탁구클럽, 
점심 농구클럽

특별 프로그램

국제 학력 평가시험 (IB)

• 수료증 프로그램 (DP**)
• 중등 학생 프로그램 (MYP)
• 국제 학력 평가 시험 (IB)

학제간 예술 학교 (Interdisciplinary Arts Academy)  
(추가 수업료 적용) 에서 학생들은 극장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며, 연극, 무용, 성우, 영화, 
텔레비전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학년: 8-12

gss.sd42.ca

교육 과정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 커리큘럼, 우등반 (Honors) 8, 
9, 10 프로그램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일본어

순수예술 과정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기타, 연극 공연 및 프로덕션, 영

화 및 텔레비전

가리발디 중등학교  
(Garibaldi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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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그램

디지털 예술학교 (Digital Arts Academy)에서는 21세기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컴퓨터를 능숙하게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7가지 중점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D 애니메이션, 데스크톱 퍼블리싱, 
디지털 아트, 멀티미디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운드 
엔지니어링, 영화 특수효과 및 웹 디자인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년: 8-12

mapleridgesecondary.ca

교육 과정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 커리큘럼, 고교 심화학습과정 
(AP), 프랑스어 몰입 교육, 우등 반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순수예술 과정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기타, 합창단, 보컬 재즈, 연극 
공연 및 프로덕션, 사진, 조각 및 도예, 드로잉 및 회화, 
드라마, 스튜디오 아트, 시각 예술

전문기술

금속 공예, 제도, 전문 요리, 섬유, 자동차 공학, 회계, 비
즈니스 관리 보조, 섬유, 경제학, 관광, 목공예, 엔지니어
링

스포츠

배드민턴, 축구, 필드하키 (g), 배구, 농구, 럭비, 육상, 수

영, 필드 라크로스, 크로스컨트리, 컬링, 레슬링

클럽활동

학생회, 토론클럽, 환경클럽, 사진클럽, 플라이피싱 클럽, 

아웃도어 클럽, 전략 게임 클럽, 산악자전거 클럽

메이플리지 중등학교  
(Maple Ridge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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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자동차 기술, 목공, 금속 작업, 회계, 기업가 정신, 마케팅, 
요리 교육, 전력 역학, 재봉

스포츠

축구, 크로스컨트리, 배구, 볼 하키, 농구, 골프, 육상

클럽활동

북클럽, 토론클럽, 환경클럽, 전략적 게임 클럽, 
플라이피싱 클럽, 산악자전거 클럽, 아웃도어 클럽, 
사진클럽

특별 프로그램

하키 아카데미 (Hockey Academy) (추가 수업료 적용)
는 8-12학년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며, 정규학교 
학력 기준과 하키 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합니다. 
하키 아카데미 학생은 체육 및/또는 고급 하키 학점을 
취득합니다.

학생은 개개인의 기량 향상과 이론에 대한 평가를 
아이스링크 내외에서 받습니다.. 또한 비디오 분석, 
피트니스 평가, 일대일 리뷰 및 선수 프로필 보고서 등을 
받습니다.

Microsoft IT 아카데미 (Microsoft IT Academy) 
(ITA)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업계 최고의 기술 
스킬을 제공하여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과정을 이수 받으며, 
스페셜리스트부터 엑스퍼트, 마스터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Microsoft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학년: 8-12

schools.sd42.ca/pmss

교육 과정

BC 주 정부 커리큘럼, 수여 프로그램 수학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스페인어

순수예술 과정

합창단,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기타, 연극 프로덕션 및 
공연, 애니메이션, 드로잉 및 회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화 및 텔레비전, 사진, 도예 및 조각, 섬유

피트메도우스 중등학교  
(Pitt Meadows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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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그램

하키 아카데미 (Hockey Academy) (추가 수업료 적용)
는 8-12학년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며, 정규학교 
학력 기준과 하키 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합니다. 
하키 아카데미 학생은 체육 및/또는 고급 하키 학점을 
취득합니다.

학생은 개개인의 기량 향상과 이론에 대한 평가를 
아이스링크 내외에서 받습니다.. 또한 비디오 분석, 
피트니스 평가, 일대일 리뷰 및 선수 프로필 보고서 등을 
받습니다.

Microsoft IT 아카데미 (Microsoft IT Academy) 
(ITA)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업계 최고의 기술 
스킬을 제공하여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과정을 이수 받으며, 
스페셜리스트부터 엑스퍼트, 마스터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Microsoft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학년: 8-12

schools.sd42.ca/srt

교육 과정

BC 주 정부 커리큘럼, 학문적으로 강화된 학위 수여 클래
스, 독립적 교육 연구 (Independent directed studies: 
IDS)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스페인어

순수예술 과정

스쿨 오브 락, 기타, 음악 기술, 연극 공연 및 프로덕션, 디
지털 미디어, 프로그래밍 및 애니메이션, 드라마, 아트 스
튜디오, 그래픽 아트, 사진

전문기술

목공, 제도 및 엔지니어링, 금속 작업, 요리법, 카페테리아 

교육, 마케팅, 디지털 미디어, 목공예

스포츠

축구, 배구, 농구, 풋볼, 필드하키, 필드 라크로스

클럽활동

북클럽, 로보틱스, 게임클럽, 스키 & 스노보드 클럽, 사회 

정의/ 나에서 우리로 (Me to We)

사무엘로버트슨 중등학교  
(Samuel Robertson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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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3D 모델링, 비디오 게임 디자인, 금속 작업, 전문 요리, 
섬유, 자동차 기술, 산업 디자인, 회계, 기업가 정신, 경영 
혁신, 로봇공학, 목공, 사진, 아트 메탈

스포츠

축구, 배구, 농구, 육상, 배드민턴, 필드하키, 
크로스컨트리

클럽활동

E 스포츠 클럽 (비디오 게임), 불특정 대상에 대한 친절 
(Random Acts of Kindness)클럽, 학생회, 학생 지도부, 
친환경대응 클럽, 피트니스 클럽, 플라이피싱 클럽, P.E. 
리드 클럽

특별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IT 학교 (ITA)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업계 최고의 장비 기술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커리큘럼과 스페셜리스트부터 
엑스퍼트, 마스터에 이르는 여러 수준의 Microsoft 및 
Adobe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학년: 8-12

schools.sd42.ca/thss

교육 과정

BC 주 정부 커리큘럼 자기 주도적 학습 (Self-directed 
learning: SDL)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순수예술 과정

콘서트 밴드, 합창단, 보컬 재즈, 연극 공연 및 프로덕션, 

조각 및 도예, 드로잉 및 회화, 영화 연구

토마스헤니 중등학교  
(Thomas Haney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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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그램

축구 아카데미 (Soccer Academy) (추가 수업료 적용)
는 8-12학년 수준으로 제공되는 독특한 형태의 축구 
과정입니다. 실내 수업에서는 피트니스, 영양, 근력 훈련, 
체육 철학,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리더십 스킬, 코치 철학, 
축구 경기 규칙 등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운동자에서는 
개인적 기술 발달과 게임 원칙에 초점을 둡니다.

Microsoft IT 아카데미 (Microsoft IT Academy) 
(ITA)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업계 최고의 기술 
스킬을 제공하여 스킬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과정을 이수 받으며, 
스페셜리스트부터 엑스퍼트, 마스터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Microsoft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농구 학교 (Basketball Academy) (추가 수업료 적용)
는 8-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코칭, 심판, 응급 처치 
및 스포츠 훈련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 코치법 인증 
프로그램 (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Program) 
인증서를 수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트 위에서의 
수업은 기초 신체 능력 (physical literacy)과 기본 
동작 기술, 캐나다 농구의 장기형 선수 개발 (Canada 
Basketball’s Long-Term Athlete Development) 모델에 
따른 운동 기술을 비롯하여 농구 관련 기술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농구 교육은 교실 이론 수업, 근력 및 
훈련 수업, 초청 강연 등으로서 보강됩니다.

학년: 8-12

schools.sd42.ca/westview

교육 과정

BC 주 정부 커리큘럼

제2 외국어 과정

프랑스어, 스페인어

순수예술 과정

합창단, 밴드, 재즈 밴드, 연극 프로덕션 및 공연, 드로잉 

및 회화, 도예 및 조각, 기초 미술, 사진

전문기술

회계, 마케팅, 섬유, 가족학, 미술, 금속 및 보석 디자인, 
산업 디자인, 로봇공학 및 산업 디자인, 조형 목재 디자인, 
동력 기계학 및 기술, 목공 및 소목일, 자동차 공학, 패션 
디자인 및 판매, 영화 편집 및 특수효과, 비디오 게임 디자
인

스포츠

축구, 크로스컨트리, 배구, 농구, 육상, 럭비, 골프, 레슬

링, 필드하키 (g), 배드민턴

클럽활동

북클럽, 스키 & 스노보드 클럽, 기독교인 클럽, 게임클럽, 

피트니스 클럽, 플라이피싱 클럽

웨스트뷰 중등학교  
(Westview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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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 MRPM 국제 프로그램

홈스테이 부서는 각 가족을 면담하고 집을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다문화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엄격하게 선별된 따뜻하고 친절한 가정에 배정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영어 능력을 개발하며 캐나다 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캐나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홈스테이

20년 넘게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홈스테이 부서와 가족은 교욱청 #42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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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학생들은 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리지피트메도우스 중고등학교는 아트, 밴드, 
합창단, 기타부터 축구, 농구, 로보공학, 연극에 이르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스포츠를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에는 모든 이를 위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 학년 메이플리지 - 피트메도우스 중등학교 국제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빅토리아, 로키산맥, 
휘슬러 (Whistler) 등을 방문하는 여행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자격을 갖춘 교육청 직원이 
인솔하 학생들은 추억에 남는여행을 안심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캐나다 학생들과 인맥을 
쌓고 평생 지속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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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 MRPM 국제 프로그램

여름 문화 체험

여름 문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영어 
말하기도 익히고, 고급 캐나다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은 13세 - 18세 사이의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업은 그룹 활동, 캐나다 문화에 대한 수업 

및 지역 활동을 통해 영어를 향상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캐나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캐나다 문화와 서부 

해안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면서 

재미있는 지역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예

월 - 목: 오전수업 / 오후 외부 활동

금: 전일 야외활동

토 - 일: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15

학기 전 여름 프로그램

학기 전 여름 프로그램 (Pre-Academic 
Summer Program) 은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캐나다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영어 
능력 향상에 주력합니다.

•  캐나다의 역사, 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해 배웁니다.

•  비판적 사고, 대중 연설, 쓰기, 어휘 및 그룹 토론과 같은 
기술을 개발합니다.

•  캐나다 문화에 초점을 맞춘 재미있는 현지 여행에 
참여합니다

• 캐나다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일정의 예

월 - 금: 오전수업 / 오후 외부 활동

토 - 일: 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  일반적으로 8월 2주 차에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장소 사용 가능성과 
그룹 인원수에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D42, Maple Ridge-Pitt Meadows
20575 Thorne Avenue
Maple Ridge, BC, Canada  V2X 9A6

phone  +1.604.466.6555
globe  inted.sd42.ca
twitter  @intedsd42
facebook  facebook.com/IntEd.SD42

© Mike Benna

MAPLE RIDGE
PITT MEADOWS
INTERNATIONAL  PROGR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