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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관하여
델타에는 모두 24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7학년에 해당하는 5살부터 12살 사이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제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의 ELS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ANNIEVILLE ELEMENTARY
학생수: 280

BROOKE ELEMENTARY
학생수: 300

COUGAR CANYON ELEMENTARY
학생수: 500

DEVON GARDENS ELEMENTARY
학생수: 350

GIBSON ELEMENTARY
학생수: 400

GRAY ELEMENTARY
School Population: 500

CHALMERS ELEMENTARY
학생수: 475

HEATH ELEMENTARY
School Population: 225

HELLINGS ELEMENTARY
School Population: 300

JARVIS ELEMENTARY
학생수: 450

McCLOSKEY ELEMENTARY
학생수: 350

PINEWOOD ELEMENTARY
학생수: 300

특별한 기회
우리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훌륭한 학교 교육뿐 아니라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요 과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구, 배구 및 육상과 같은 스포츠 

>  6학년과 7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밴드/음악 활동과 더불어 합창단  
참여 및 무대 경험

>  서비스 클럽 

>  6학년과 7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와 스키 프로그램과 같은 야외  
교육 기회

>  스프링 카니발, 과학 전시회 및 수학 경연대회와 같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문화 이벤트

>  예술, 글짓기, 수학 및 STEM과 같은 분야의 심화 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위한 (IB) 프로그램 – 잉글리시 블러프 초등학교에 개설된 이 

프로그램은 도전적이고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과제를 국제적 관점으로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 학교 – 페블힐, 자비스 및 히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격식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며 격식 있는 에티켓을 배우게 됩니다.

노스 델타의 
초등학교

RICHARDSON ELEMENTARY
학생수: 400

SUNSHINE HILLS ELEMENTARY
학생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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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많고 친화적인 캐나다 학생들과 능력 있고 

친절한 교사들을 아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단기 프로그램

>  1년 프로그램

>  졸업 프로그램

>  여름 ESL 프로그램

HOLLY ELEMENTARY
학생수: 350

NEILSON GROVE ELEMENTARY
학생수: 175

PEBBLE HILL ELEMENTARY
학생수: 250

PORT GUICHON ELEMENTARY
학생수: 175

SOUTH PARK ELEMENTARY
학생수: 400

LADNER ELEMENTARY
학생수: 450

학부모 및 어린이를 위한 지원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는 홈스테이 가정을 특별히 

엄선했으며 학생들이 10살 이상이면 이들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생들은 국제 프로그램의 관리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메인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살 미만의 학생, 그리고 일부 10살 이상의 학생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델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교사들과 학생을 돌봐주는 스태프를 비롯, 모든 우리 스태프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지원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학생들이 캐나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의 학문적 및 

정서적인 면을 지원해 주는 국제 코디네이터

>  한국어, 북경어, 일본어, 포루투갈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문화지원 

전문가들이 통번역을 도와주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정보와 규칙이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HAWTHORNE ELEMENTARY
학생수: 450

라드너의 
초등학교

BEACH GROVE ELEMENTARY
학생수: 300

트왓슨의 
초등학교

CLIFF DRIVE ELEMENTARY
학생수: 300

ENGLISH BLUFF ELEMENTARY
학생수: 200

델타 그리고 홈스테이를 포함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메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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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프로그램 
국장 인사말

케런 사이몬즈

소중한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어떤 학부모에게 있어서도 어렵고도 용기 있는 

결단일 것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라면 더욱더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를 맡으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아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학생을 가르칠 뿐 아니라 키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돌보게 돌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델타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왜 델타가  

과연 다른 곳 그 이상으로 여겨지는지 직접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시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케런 사이몬즈, 교육학석사.
국제 학생 프로그램 국장,

  +1.604.952.5366

  +1.604.952.5383   Study@GoDelta.ca

 4585 Harvest Drive, Delta BC, Canada V4K 5B4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와 소통해요!

#studyindelta   |  www.GoDel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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