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아가라 교육청 

국제 학부 

초등 및 중등  

캐나다식의 교육을 

받으십시오! 
- 캐나다 나이아가라폴즈시 

나이아가라 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아가라 교육청(DSBN: District School Board of Niagara)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

영되는 학군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제공합니다.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명소 중 한 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토론토에서 차 또는 기차로 불

과 한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학군은 우수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

부의 인증을 받은 매우 헌식적인 교사진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문의처 
DSBN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유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sbn.org/international 

 

이메일 문의：international@dsbn.org 

혜택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교육 과정 중 하나인 온타리오주 교육 과정 제공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의 비율이 높게 구성된 교실에서 몰입 교육 

 ESL(English-as-a-Second-Language) 실력 계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제공 

 학교까지와 학교에서 지정된 ESL 프로그램까지 무료 교통편 운영  

 캐나다, 미국 및 세계 전역에서 널리 인정받는 온타리오주의 고등 교육 기관 입학을 위한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장(OSSD) 취득 기회 

제공 

 우수한 버스 교통 시스템과 현대적인 의료 시설을 갖춘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주 등 세계적인 도시로의 접근이 빠르므로 선진 문화 체험 가능 

프로그램 옵션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장(OSSD) 취득을 위한 중등학교 유학 

 단기 또는 장기로 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교 유학 

 단기 문화/언어 체험을 목표로 한 초등 또는 중등학교 유학 



초등학교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에는 K-8학년이 포함되며 학생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5-13세입니다. 프로그램은 9월–6월 운

영되며, 학기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년도 언제든지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 9개 학교가 국제 학생들을 위해 매일 높은 수준의 ESL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ESL 지원 학교에 대한 목록을 보려면 dsbn.org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학교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초등학교는 정기적으로 한정된 수준의 ESL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영어 능력이 이미 우수한 학생

들에게 적합합니다. 

중등학교 
온타리오주의 중등학교에는 9-12학년이 포함되며 학생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14 –17세입니다.  프로그램은 일년에 2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9월-1월, 2월-6월에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9월이나 2월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장(OSSD)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중등학교에서는 아카데믹 과정(종합대학 준비)과 실용 과정(전문대학 준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학교 중 다

음 4개 학교가 국제 학생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ESL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 
학생들은 다음을 기준으로 배정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ESL 지원 프로그램 필요 수준  

 홈스테이 주소.  주소를 기준으로 적합한 학교를 찾으려면 dsbn.org/findaschool/에서 "Find- a- School" 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및 가디언 
나이아가라 지역에는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숙소를 제공해 줄 적합한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경험

이 풍부한 홈스테이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미성년자(18세 미만 학생)를 위한 가디언 서비스

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서비스 업체 선택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나이아가라 지역의 몇몇 업

체 목록입니다. 

  
 cespica.net 
 hospitalitecanada.com  
 niagarastudentserv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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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N 프로그램 및 지원 방법 관련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sbn.org/international 

이메일 문의：international@dsbn.org 

기타 모든 중등학교는 정기적으로 한정된 수준의 ESL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영어 능력이 이미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스턴 처칠 중등학교 - 세인트 캐서린스 소재   dsbn.org/schools/swcss 

세인트 캐서린스 컬리지어트 - 세인트 캐서린스 소재  dsbn.org/schools/Collegiate 

웰랜드 센테니얼 중등학교 - 웰랜드 소재   dsbn.org/schools/Centennial 

웨스트레인 중등학교 - 나이아가라폴즈 소재   dsbn.org/schools/Westla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