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무실 · Uplands Campus · 3461 Henderson Road · Victoria, BC V8P 5A8 · Canada 
전화 250 592 6871 이메일 isp@studyinvictoria.com 웹사이트 studyinvictoria.com

mailto:isp@studyinvictoria.com
http://studyinvictoria.com


BC주 빅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도 (州都)이며 
빅토리아 국제 교육 (VIE)의 소재지인 
빅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빅토리아 국제 교육은 광역 빅토리아 
교육청 소속이며 1992년부터 양질의 
국제 교육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빅토리아는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곳에 속합니다.

빅토리아의 우수성:
•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
• 안전하고 인심 좋은 지역 사회
• 높은 순위의 삶의 질
• 빼어난 자연 풍경 및 세계적 수준의 

전천후 야외 레크리에이션
• 활기찬 예술 및 문화 현장
• 우수한 대학 교육 기회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



빅토리아:  

캐나다의 태평양 보석
빅토리아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애틀과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 대 
도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밴쿠버

시애틀

캐나다

2월 평균  
온도는

최고: 9도 
최저: 2도



저희  
학교들

광역 빅토리아에 위치한 모든 27개 
초등학교는 국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한 과목과 과외활동 및 
전문 클럽들이 있으며 수준 높은 학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과목들: 언어학, 사회, 과학, 수학, 기술, 미술, 체육

클럽들: 코딩, 체스, 독서 도전, 줄넘기, 숙제 클럽, 음악, 
합창, 무용, 지도력, 스케치

스포츠: 축구, 수영, 크로스 컨트리, 농구, 육상, 실내 하키, 
배구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을 중진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는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뛰어난 교통 시설이 연결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초등학교

마가렛 젠킨스 초등학교

27개 
초등학교



학교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가 인가하고 승인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사들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초등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년: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연령: 5세에서 10세까지

학교 학생수: 평균 280명

학습 기간: 3개월에서 졸업까지

숙제: 학년에 따라 매일 25-45분 숙제

학교 일정: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40 – 2:30분  
[각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음]

과외 클럽: 점심 시간 또는 방가 후에 제공

휴식과 점심: 15분 휴식 2회, 45분 휴식 1회

식사: 학생 자신이 간식과 점심을 준비해서 가져 옴

휴가 일정: 12월 하순/1월 초에 2주간.

3월에 봄 방학 2주간. 

여름 방학: 7월 초부터 9월초에 2개월

학교 교복: 교복은 요구하지 않음

숙박: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은 광역 빅토리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친 부모 중 한 명과 생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브래풋 초등학교

윌로우스 초등학교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깊게,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부모 지원 
서비스

업랜즈 캠퍼스에 빅토리아 국제 학생 
(VIE) 행정 사무실이 있습니다. 

캠퍼스는 국제 학생들과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열려 있습니다.

빅토리아 국제 교육은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새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무료 영어 
클래스

• 의료보험
• 학생 지원 프로그램
• 24시간 응급 지원

VIE에 대한 국제 부모들의 
찬사:
왜 빅토리아를 선택했습니까?
빅토리아는 자녀를 양육하기 
훌륭한 곳이며 잘 조직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왜 다른 가족들에게 빅토리아를 
추천하십니까?
멋지고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자연 
친절한 시민,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곳.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해요!

광역 빅토리아 인구 360,000명
BC주에서 두 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



BC주의 주도 (州都), 빅토리아는 국제 
학생들의 문학적 소양의 개발과 학업의 
성공 및 개인적 흥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여러 
곳에 있으며 스포츠, 미술, 음악, 무용 등 
자녀들을 위한 클래스, 레슨, 활동, 캠프 
등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편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스포츠: 지역 전역에 12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영, 스쿼시, 
무용, 테니스, 배드민턴, 스케이팅, 축구, 주니어 레고, 
가라데, 하키 및 체조 등과 같은 스포츠를 방과 후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악: 많은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이 전문 음악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플루트, 합창, 현악기, 기타 
및 피아노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용: 빅토리아의 여러 댄스 스튜디오에서 재즈, 
힙합, 탭, 리리컬 댄스, 뮤지컬 연극, 현대, 오픈 발레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댄스 발레 
아카데미 강의 일정도 지역 댄스 스튜디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미술: 각 지역 스튜디오들은 그림, 콜라주, 수공 점토, 
실크 스크린 인쇄, 판화, 도자기, 수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편의 시설들

12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25개 이상의 스포츠 프로그램

200개 이상의 레스토랑
35개 박물관

광역 빅토리아 공립 도서관

로열 BC 박물관

크리스탈 수영장



여기서 공부하고, 어디서든 성공하세요

1   브래풋 초등학교

2   캠퍼스 뷰 초등학교

3   클로버데일 초등학교

4   크레익플라워 초등학교

5   돈캐스터 초등학교

6   이글 뷰 초등학교

7   프랭크 홉스 초등학교

8   조지 제이 초등학교

9   힐크레스트 초등학교

10   제임스 베이 커뮤니티 학교

11   레이크 힐 초등학교

12   맥컬리 초등학교

13   마가렛 젠킨스 초등학교

14   매리골드 초등학교

15   매켄지 초등학교

16   노스리지 초등학교

17   오클랜즈 초등학교

18   콰드라 초등학교

19   로저스 초등학교

20   제임스 더글라스 경 초등학교

21   사우스팍 초등학교

22   스트로베리 초등학교

23   틸리컴 초등학교

24   토키 초등학교

25   빅토리아 웨스트 초등학교

26   뷰 로열 초등학교

27   윌로우스 초등학교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