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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Staff Contact 
Information 

24 Hour Emergency Phone 604-319-1713 

Director Karen Symonds 
604-952-5337 

604-396-6862 (cell) 
ksymonds@GoDelta.ca 

    

District Administrator (North Delta) Dean Eichorn 
604-952-5332 

778-549-6891 (cell) 
deichorn@GoDelta.ca 

    

District Administrator (South Delta) Claire George 
604-952-5370 

604-562-4064(cell) cgeorge@GoDelta.ca 

    

District Coordinator (Elementary) Kimberley Grimsey 604-952-5394 kgrimsey@GoDelta.ca 

Language / Cultural Support 

Marketing Manager (Spanish/Portuguese) Israel Aucca 
604-952-5301 

604-230-0299 (cell) 
iaucca@GoDelta.ca 

    

Korean Student Support Elaine Chu 
604-952-5305 

778-988-6069 (cell) 
echu@GoDelta.ca 

    

Chinese Student Support Lily Yang 
604-952-5344 

604-790-9304 (cell) 
dyang@Godelta.ca 

    

Japanese Student Support Akane Nishikiori 
604-952-5381 

604-841-0123 (cell) 
anishikiori@GoDelta.ca 

    

Vietnamese Student Support Tiana Pham 
604-952-5392 

604-861-8876 (cell) 
tpham@GoDelta.ca 

 

http://www.deltagymnastics.com/
mailto:cgeorge@GoDelta.ca
mailto:anishikiori@GoDelta.ca
mailto:ksymonds@GoDelta.ca
http://www.jkatsa.com/
mailto:dyang@Godelta.ca
http://www.studiowestdance.ca/
mailto:tpham@GoDel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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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Staff Contact 
Information continued 

24 Hour Emergency Phone 604-319-1713 

Office Support 
Director’s Administrative Assistant 

(insurance, renewals & study permits) 
Akiko Takao 604-952-5367 atakao@GoDelta.ca 

    

Senior Accountant 
(tuition payments) 

Michelle Lu 604-952-5327 mlu@GoDelta.ca 

    

Admissions & Records Officer 
(address changes) 

Sungmin Kang 604-952-5302 skang@GoDelta.ca 

    

General Administrative Assistant 
(attendance letters & general inquiries) 

Harleen Muker 604-952-5366 hmuker@GoDel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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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모험의 출발점으로 델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여러분의 학습 여정을 돕고자 합니다. 외국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문화적 충격, 시차, 향수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국제 프로그램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여정에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들 중 다수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산 경험이 있으며, 또한 수년 동안 델타에서 전 세계의 국제 가족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관심과 관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과 자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이 가이드에서 

당신은 학교, 캐나다 문화, 의학,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활용하시고, 나아가 다른 학생, 가족들과 평생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델타에서 공부에 성공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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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시작하기) 

Registration (등록) 

델타에 도착하시면 부모님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교육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소:   The School Board Office, 4585 Harvest Drive 

in Ladner 

준비물:    여권, 학생비자 그리고 가디언 서류 

해야할일:                      의료보험받기. 학교 정보와 준비물 정보 받기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If elementary students arrive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they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district wide 
welcome event for elementary international students.  Date, time and location will be shared at registration.  For 
students arriving at other times during the school year, orientation will be done at individual schools both by school 
staff and International Programs staff. 

학기 초 학생들이 도착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학생 환영행사에 초대됩니다. 참가신청시 등록 시 날짜, 시간 및 

위치가 공유됩니다. 학기 중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학생들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직원과 국제 프로그램 직원 

모두의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Please note that under some circumstances it may be necessary to do registration and orientation for new 
elementary international students virtually, rather than in person.  In this case invitations and details will be sent to 
parents in advance.  

* 상황에 따라 신입 국제학생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미리 

초청장과 세부사항이 발송됩니다. 

 

교육청파일에 입력할 로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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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 The 
Canadian School System 

캐나다 교육 시스템 기본정보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꾸준히 세계랭킹 5위권 안에 들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꾸준히 캐나다에 상위권에 속하며 교육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교육의 많은 

측면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델타 교육청의 학교 시스템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Independence / Personal Responsibility (독립성, 개인 책임) 

캐내디언들은 독립을 중시하고 모든 학교들은 가능한 한 어린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책임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목표는 학생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학습을 독립적으로  돌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방향이나 폭넓은 지도 없이 많은 것을 스스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학생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알림장에 과제물, 숙제 그리고 다른 리마인더 적기  

• 선생님이 다시 리마인드나 지속적인 안내 없이  과제물을 정시에 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 정리하기 – 학교 바인더나 듀오텡에 모든 종이 보관하기. 학생들의   정리 기술을 평가하기도 하며  선생님은 성적표의 

코멘트부분에 정리하는 내용을 적기도 함.

• 체육복을 비롯한 준비물을 가져오기. 선생님은 학생이 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줄것이며 학생들은 스스로 알림장에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야 함. 

• 음식을 먹은후에는 책상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기. 교실을 늘 깨끗하게 정리하는것을 돕기 

• 규칙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리마인드 없이 늘 항상 규칙을 지키기  

 

 

Delta School District’s code of conduct for all students is posted on its website 
(www.deltasd.bc.ca)  As well, individual teachers will communicate to their students and 
parents information on classroom expectations.   

mailto:ksymonds@GoDel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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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과하세요.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은 캐나다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잘못된 행동을 부정하거나, 핑계를 대는것은 책임감 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거나 잘못은 바로 잡는행동이 요구되어 집니다. 

 

 

 

 

 

 

캐나다 학생들은 집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고 여러가지 일들을 직접 하는걸 배우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린이들은 아래의 

일을 합니다.  

 

• 직접 아침 만들기 

• 혼자  옷 챙겨입기 

• 알람 맞춰놓고 스스로 일어나기  

• 침대 정리하기 

• 방청소 하기  

• 식사 준비를 돕거나 집안일을 하기  

 

캐나다에서는 대두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후에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것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캐대디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케어하는걸 모를 경우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신발끈을 못묶는다던가, 고등학생이 학교에 제때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는경우에 

선생님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ocial Skills (사회성) 

 

어른으로서 무슨일을 하던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은 캐내디언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때로는 사회성이 학문적인 배움 보다도 더 줄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은 

협동, 팀워크, 서로의 다름과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을 가르치는 것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매우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아래의 내용을 기대할 것입니다.  

•  다른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며 듣기 

뛰거나 큰소리로 말하지 말고 조용해야 합니다. 모든 실내는 교실처럼 조용히 이야기 하고 걸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나  운동장에 나가야 합니다. 비오는 날을 대비한  우비와 장화ㅡ 그리고 

추운날을 대비한 겨울 잠바와 부츠 모자, 장갑을 준비하세요. 비가오거나  추운 날에 교실에도 교실에 있는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동장에는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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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고 생각을 나누기 

• 그룹으로 협력하기 

• 조롱하지 않고 상냥하게 말하기 

• 싸우지 않고, 밀치지 않고 다른사람 해치기 않기 

• 자료 나누기 

• 리더쉽 스킬을 배우고 연습하기 

• 칭찬으로 격려하고, 필요할때 남을 돕기 

•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동등하게 

받아들이기 

 

 

 
 

 

 

 

 

Instructional Styles (가르치는 스타일) 
 

캐나다의 교육 방식은 여러분의 나라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강의, 암기, 시험, 선생님이 주도하는 

과제(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시할 때)에 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이런 스타일이 독자적인 

사고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대신, 그룹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학생 주도 수업(학생 호기심이 과제로 

전환되고 교사가 지침을 제공할 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 교실 토론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캐나다 교사들은 독특한 관점과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기여하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캐나다 교사들은 학생이 어떻게 답을 생각해 내는지, 그리고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대답에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수업에서 캐나다 

교사들은 다음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 질문을 통해 수업을 더 깊은 관점으로 유도하기 

캐나다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은 때리고,   밀치고 싸우는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소한 방법으로라고도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지거나 정학을 당할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조롱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캐내디언은 개인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줄을 설때 그들을 

밀거나 어깨가 닿게 된다면 불편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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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 독립적인 연구 (단순히 다른사람의 책이나 인터넷을 복사하는것이 아님.) 

• 관심사 ( 남들과 다를수 있는 자신만의 관련과제를 추구하는경우) 

• 학생주도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 적극적인 참여  

 

 

 

 

 

 

 

 

 

 

 

 

 

 

 

 

부모님들은 단어와 문법 훈련과 같은 많은 숙제 훈련이나 암기 수학 문제 페이지를 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종류의 숙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력 개발에는 가치가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암기력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을 찾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내용보다 과정에 더 신경을 쓰며  그것은 그들이 최종 결과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배움의 

과정에 더 신경을 썻는지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교사들은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방식에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미리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BC의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는 https://curriculum.gov.bc.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내디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에서 아래로  푸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도달할수 있도록  아래에서 위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보부여가 될수 있도록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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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Grade Classes (학년 통합수업) 
 

초등학교 통합 학년 수업은 캐나다 학교에서 매우 흔한일입니다.. 캐나다 학교들이 각 학년 수준에서 사실과 특정 전문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 질문, 개별 학습 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는 몇 

학년인지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 학년 수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특정 기술이 집중되고 있는 한 교사들은 자유롭게 다른 주제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사고력 

개발, 탐구(질문) 등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학년 5반 합반에서 학생들은 모두 

전기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들의 개인 기량과 관심사/능력에 따라 다른 학생들보다 그 과목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학생보다 어린 학생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은 깊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4학년 5반의 

5학년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성적 수준이 아니라 개인들의 방 전체로, 그들만의 독특한 흥미와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학생은 더 큰 개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됩니다. 

 

 

 

 

 

Report Cards (성적표) 

성적표는 여러분들의 나라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배움은 평생의 과정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은 개인적인 학습 스타일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이해하거나 의견을 내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최종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그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성적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SUBJECT AREAS:  (과목) 

• Literacy (Reading and Writing) _ 읽고 쓰는 능력 (읽기와 쓰기) 

• Numeracy (Math) _산술능력 (수학) 

• Health & Well-Being (Career & Physical Education)_건강 &웰빙 ( 커리어, 체육) 

• Investigate & Explore (Science & Social Studies)_조사 및 탐구( 과학, 사회) 

• Design & Create (Art, Applied Design, Skills & Technologies)_디자인&창조 (아트, 디자인, 기술, 테크놀로지) 

 

 

학년 수준에 따라 교과서도 다른고 과목도 다른 영역이 몇개 있습니다.수학과 불어가 두가지 예입니다.  이 

과목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년별 그룹으로 나누어 가르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과목들은은 과정 (Process-

based)기반이며 모든 학습 스타일과 나이에 다 적용될수 있습니다.  



 

 12 

ACHIEVEMENT INDICATORS 

 

• (E) Excelling – 학습결과는 학년 성적 기대치를 뛰어넘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  (M) Meeting – 학습결과는 학년성적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다. 

• (PM) Partially Meeting – 학습결과는 학년 성적 기대치를 일부 충족하지만 일부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 (NY) Not Yet Meeting –학습결과는 학년 성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학생은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성적표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논평하는 학생 성찰 

코너도 있습니다. 델타 교육청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이것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오너쉽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과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수업 중 행동 및 기타 입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특별히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언어 학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것을 기억하세요.   유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분야에서 성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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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upplies (학교 준비물) 

교육청에 등록한 후에는 학교 준비물 목록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용품 목록은 저학년 (유치원~3 학년과)그리고 고학년 (4 학년 ~ 7 학년)_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개별 선생님으로 부터 특별한 준비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물 목록은 아래과 같습니다. 

 

 

 

Example for Primary Students (Kindergarten to Grade 3) 

2 notebooks (lined, 72 pages) 1 pencil box 

1 notebook (half plain / half lined, 72 pages) 1 bottle of white glue 

2 notebooks (plain, 72 pages) 2 glue sticks (large) 

3 duotangs 2 erasers 

1 pack of pencils (12) 1 pair of scissors 

1 fine marker (black) 1 pair of headphones 

2 whiteboard markers 4 plastic bags (resealable) 

2 packs of wax crayons (24 colours) 1 box of tissue 

1 watercolour paint cakes (12 col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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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for Intermediate Students (Grades 4-7) 

1 sheet of 30 blank labels 1 yellow highlighter pen 

1 notebook (lined, 72 pages) 1 pink highlighter pen 

2 notebooks (plain, 72 pages) 1 pack of pencil crayons (24 colours) 

3 packs of dividers (5 tabs) 2 fine markers (black) 

2 binders (2 inch) 2 ultra-fine markers (black) 

2 packs of lined paper  4 whiteboard markers 

10 duotangs 12 fine markers (12 colours, washable) 

1 sketch book (100 pages) 1 pencil pouch with 2 zippers 

2 packs of pencils (12) 2 glue sticks (large) 

2 blue pens 2 erasers (large) 

2 red pens 1 pencil sharpener (with container) 

2 black pens Gym clothes in a cloth bag (shorts or sweatpants, t-shirt 
& running shoes) 

 

아래는 학용품을 구매할수 있는 소매업체 목록입니다. 

 

 

*Supplies available year-round and staff can usually assist with lists. 

 

 

 

* Staples (staples.ca) London Drugs (londondrugs.com) 
Pharmasave (pharmasave.com) Shoppers Drug Mart (shoppersdrugmart.ca) 
Walmart (walmar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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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chedules (학교 시간표) 

보통 초등학생들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 시작해서 오후 3 시쯤 
끝납니다. 일부 학교는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약간 달라질수 있기 빼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www.deltasd.bc.ca/schools/elementary 

 

보통 초등학생들은 매일 오전 10시 30분경(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고 야외놀이를 한 뒤 낮 12시경에 점심을 먹고(약 

15분) 40~45분 정도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교사들은 어느 과목에서 얼마 동안 가르쳐야 할지를 

결정할 때 자율성과 유연성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특정 과목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여러 커리큘럼 과목과 스킬 

영역을 교차하는 장시간(예: 오전 전체 또는 오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또한 그들의 

학생들이 매일의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짧은 운동 휴식이나 활동 또한 각 학교일의 일부가 

될 것이다. 주 1회 수업 일정은 자녀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rop-Off and Pick-Up (학교 데려다주기, 픽업) 

개학 첫날에는 학교 사무실에 가야 하지만 이후에는 교실밖에나 가장 가까운 복도 문 밖에 줄을 섭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학교에 입학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많은 차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과 전이나 방과 후가 분주합니다. 

또한 교내 주차 공간은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줄 계획이라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도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cess Snacks & Lunches (쉬는시간 간식 & 점심) 

 초등학생들은 간식과 점심을 싸와야 합니다. 학교에는 음식을 데울수 있는 까페테리아나 전자렌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샌드위치나 음료수, 과일, 요거트등 데우거나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싸옵니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병은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건강식단을 장려하고, 정크 푸드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등교 20 분전에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일찍 학교에 도착하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개인이 달걀이나 땅콩같은 생명에 위태로운 알레르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학교로 보내기 전에 

선생님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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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에는 학부모 위원회가 기금 마련활동으로 운영하는 핫런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달에 한두번 

점심시간에 파는 다양한 현지 음식 ( 피자, 초밥,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학교에 배달시킬수 있습니다.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메뉴를 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arly Dismissal / Professional Days / School 
Closure / Student Illness (일찍 하교하는날,Professional days, 휴교/ 

아플때) 

학생들이 일찍 하교 하는때, 선생님들 Professional day, 휴교 (악천후 , 선생님들 파업, 전기가 나가는날, 

시설 파손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 하거나 , 집에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프다면 학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결석 신고를 해 주세요. 

 

Getting Involved at School – Students & Parents 

(학교에 참여하기 – 학생 & 학부모)

Students – At School 학생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음악, 스포즈, 동아리, 봉사기회, 캠프나 스키같은 야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것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좋은 방법입니다. 종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델타에서의 가장 

좋았던 기억이 학교에서 참여한 다양한 

활동들이였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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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 Outside of School Hours 

(학생들- 학교 밖의 시간들) 

 

캐나다 아이들은 방과후나 방학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포츠, 문화수업 
(무술, 음악, 드라마)와 다른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생일 파티나 친구들과의 
슬립 오버 파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  
야외에서 노는것 , 자전거 타는것 공원에서 
노는것,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것은 캐나다 아이들에게 흔한일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것은 유학생들이 
친구를 사귀고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생년월일, 주소 증명서 포함)을 가지고 청소년 입장권을 신청핳수 
있습니다. 이 패스를 통해 스케이트, 체육관, 수영수업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로컬 액티버티 정보 입니다.  

 

 

 

Delta Parks & Recreation Guide:  http://www.delta.ca/parks-recreation/sport-recreation/overview 

Ladner Leisure Centre 
4600 Clarence Taylor Crescent 

Delta, BC, V4K 3X3 
(604) 946-3310 

South Delta Recreation Centre 
1720 56 St. 

Delta, BC, V4L 2B1 
(604) 952-3020 

Winskill Aquatic Centre 
5575 9 Avenue 

Delta, BC, V4M 1W1 
(604) 952-3005 

Sungod Recreation Centre 
7825 112 Street 

Delta, BC, V4C 4V9 
(604) 952-3075 

North Delta Recreation Centre 
11415 84 Avenue 

Delta, BC, V4C 2L9 
(604) 95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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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E 

Free Flight Dance – freeflightdance.com 

Studio West Dance – www.studiowestdance.ca 

Deas Island Dance – www.deasislanddance.com 

GYMNASTICS 

Delta Gymnastics – www.deltagymnastics.com 

MARTIAL ARTS 

Tsawwassen Shotokan Karate Club – www.jkatsa.com 

Tsawwassen Martial Arts – tsawwassenmartialarts.com 

Gracie Barra Delta (Brazilian Jiu-Jitsu) – gbdelta.com 

World Martial Arts – worldtkd.ca 

SOCCER 

South Delta United Soccer Club – southdeltaunitedsoccerclub.com 

North Delta Soccer Club – northdeltafc.com 

FOOTBALL 

North Delta Longhorns - northdeltafootball.com 

South Delta Rams – sdramsfootball.com 

BASKETBALL 

South Delta Basketball Association – southdeltabasketball.org 

AthElite Basketball – athelitebasketball.com 

COMPETETIVE SWIMMING 

mailto:anishikiori@GoDelta.ca
http://www.deltasd.bc.ca/
http://www.deasislanddance.com/
mailto:azhao@GoDelta.ca
mailto:azhao@GoDel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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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Sungod Swim Club – teamunify.com/team/candssc/page/home 

Winskill Dolphins Swim Club – teamunify.com/team/csbcwd/page/home 

TENNIS 

Sunshine Hills Tennis Club – sunshinehillstennisclub.com/home 

Ladner Tennis Club – ladnertennisclub.com 

GOLF 

Tsawwassen Springs – tsawwassensprings.ca 

The Links at Hampton Cove – hamptoncove.ca 

Delta Golf Course – deltagolfcourse.com 

HOCKEY 

South Delta Minor Hockey Association – southdeltahockey.com 

North Delta Minor Hockey Association – ndhockey.com 

FIGURE SKATING 

Delta Skating Club – deltaskatingclub.com 

Sungod Skating Club – sungodskating.com 

HORSEBACK RIDING 

Crescent Stables – crescentstables.com 

Country Lane Farms – countrylanefarms 

Five Star Farms – fivestarfarms.ca 

MUSIC 

Delta Youth Choir – deltachoral.ca/delta-youth-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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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Community Music School – dcms.ca 

Richmond Delta Youth Orchestra – rdyo.ca 

YOUTH GROUPS 

Boys and Girls Club (Ladner) – bgcbc.ca/locations/wintemute/ 

Boys and Girls Club (Tsawwassen) – bgcbc.ca/locations/winskill/ 

Boys and Girls Club (North Delta) – bgcbc.ca/locations/hillside/ 

OTHER COMMUNITY RESOURCES 

Local Public Libraries:  www.fvrl.bc.ca (free library cards for Delta residents) 

Deltakids (free & fun family activities):  https//www.deltakids 

Public transportation:  translink.ca 

Parents: (학부모님들) 

캐내디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실을 방문하여 가끔 아이가 책상과 

공부한 내용을 보여줄수 있게 용기를 내 보세요. 이것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의 일에 학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영어를 평가하지 않을거에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캐나다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들은 항상 현장학습에 

운전기사를 필요로 하고 심지어 행사나 모금에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어 수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가끔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자기소개를 

계속하세요. 또한 이벤트나 공연 같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세요.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학부모를 

환영합니다.  

 

자녀의 학업을 상의하기 위해 선생님과의 면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약속을 잡아주세요. 그냥 방문할 경우 

선생님이 바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 다문화 직원이 예약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답장이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느릴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ealthlinkbc.ca/healthlinkbc-files/chickenpox-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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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선생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나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지 간단히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방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커뮤니티 도서관에 가서 자녀가 배우는 

주제에 대한 책을 더 구하거나 추가 학습을 함으로써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선생님에게 당신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에게 친절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캐나다인들은 실제로 강요받거나 비난을 느낄 때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설명을 부탁하지만, 선생님들이 평가나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대해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지면, 선생님들은 

여러분과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17페이지)에서는 학부모님,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등록 또는 드롭인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학군에는 성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Medical Information (의료정보) 

 Medical Insurance (의료 보험) 

모든 학생은 GuardMe에서 운영하는 의료 플랜에 따라 질병 및/또는 응급 상황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입생이 학교 이사회에 등록하면 가드미 카드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중병에 걸렸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델타 

병원(Mountain View Boulevard 5800 - 전화(604) 946-1121)으로 직접 방문하세요. 

구급차는 9-1-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요 언어의 통역자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나 질병에 대한 선불 수수료가 있는 경우 www.guard.me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uardMe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변제를 해 주며, 

장기유학생들의 경우 (6개월 이상)는 입국 후 3개월 후 BC 의료서비스플랜(MSP) 카드를 받게 됩니다.  추가 보험(예: 

처방, 여행 보험)을 위해 GuardMe 카드를 보관하며 카드가 분실되면 파일에 필요한 번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의료 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www.godelta.ca/content/insurance 

 



 

 22 

Dental Coverage (치과 보험 혜택) 

사고로 치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점은 604-952-5366 으로 

연락주세요.  

Clinics & Wellness Resources (병원, 건강관련정보) 

자녀의 비응급실 의료진과 관련된 병원 방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medimap.ca 

Nurses Line - call 811 (free-of-charge provincial health information and advice phone line) 

Kelty Mental Health Resource Centre www.keltymentalhealth.ca (counselling and mental health support) 

Deltassist:  Individual & Family Counselling (Ladner & Tsawwassen - 604-946-9536 / North Delta - 604-594-3455 

Vaccinations (백신) 

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백신을 제공받습니다. 이 백신은 공중보건 간호사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며 , 백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e_ HPV 백신 

 • Chickenpox (varicella) vaccine (children who have had two doses of the chickenpox vaccine, or who have had 

chickenpox disease or shingles after one year of age do not need the vaccine) _수두 백신. (수두백신을 2 회 

접종했거나, 1 세 이후 수두질환이나 대상포진을 앓은 아동은 백신필요 없음.) 

 • Hepatitis B vaccine (children who have had 3 doses of the hepatitis B vaccine at a younger age do not need 

the vaccine) _B 형 감염 백신 

 

 

 

 

 

 

백신 접종동의서는 친부모가 서명해야 백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ealthlinkbc.ca/healthlinkbc-files/grade-6-immunizations 

 

http://medimap.ca/
mailto:echu@GoDelta.ca
mailto:chamilton@GoDelta.ca
mailto:deichorn@GoDelta.ca
http://www.keltymentalheal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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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안전) 

당신과 자녀들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많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도로 안전, 

자전거 안전 및 개인 안전은 다른 국가에서 헬멧, 교통 규칙 

등의 기준과 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자녀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경우 헬멧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도로의 자전거 규칙에 대한 지침이 주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탑승하여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거나 하교를 할 경우 교통 안전 규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자동차 양쪽을 살펴보기, 표시된 

횡단보도에서만 도로를 건너기 등).  

 

 

 

 수영레슨이나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야외 혹은 실내 수영장을 방문해주세요. ( 더 많은 정보는 커뮤니티 액티버티 

섹션에 있습니다. )  

 

 

모든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부상을 당할경우  자신의 이름, 생일, 주소, 학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배낭에 이 정보를 메모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용 수영의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이들이 더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수영 능력을 보여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