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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Canada’s Moto

Active Learning Together for The Future 



As we are committed to equipping our students for the demands and opportunities of the 21st

century, we provide an environment that nurtures innovative thinking, fosters positive social and

self-awareness and builds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by offering instruction and curricula that is

sensitive to each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allows for personalization of learning.

우리들은 21세기의 요구와 기회에 대해 우리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고, 긍정적인 사회성과 자기 인식을 함양하며 각 학생의 개인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커리큘럼을제공함으로써,효과적인의사소통능력을기르는환경을제공합니다.

Vision of SIS CANADA



유치과정의수업은이시기의학생들에게교육적으로풍부한환경을제공함으로써어린나이부터사회적,   
학문적그리고신체적발전과관련된자신의잠재력을일깨우는데그기초를두고있습니다. 

이시기에학생은자신의개인적성향과요구에초점을맞추고, 다양한학습전략을이용할경우아동의
지능은스스로개발되고발전시킬수있다는사실을인지한교사와함께생활을하게됩니다.                            

특히학생들의영어는매일이루어지는자신의실제생활과연계되어자연스럽게습득될것입니다. 
유치과정에서영어, 수학, 과학, 수학, 음악그리고체육수업은학생중심의학습활동으로구성됩니다.              
다양한질문과수업방법그리고즉각적설명이가능하게하는여러코너와학습활동은학생개개인에게

의미있는교육적경험을제공하게됩니다. 

Vision of SIS Canada K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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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Canada 
Kindy

.

Children are natural learners, full of wonder and curiosity 
about their world.
어린이는 세상을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대하는
타고난 학습자입니다.

Play promotes healthy physical, social, emotional,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놀이는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사회성, 정서, 언어 및 인식
능력 발달을 촉진합니다.

Growth comes primarily from hands-on experiences, 
exploration, investigation, and play rather than                       
from listening to the teacher.
유아기 아동의 지적 성장은 교사의 말을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몸으로 하는 경험, 탐험, 조사 그리고 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Guiding Principles

It is through play that children make sense of their world.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Play helps build social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interacting with peers.
놀이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쟁심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니다. 



SIS 
KINDY

Develop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어린이의 사회적 책임 발달

Physical Development and Well-Being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행복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어린이의 정서와 사회 발달

Intellectual Development
어린이의 지적 발달

Aesthetic and Artistic Development
어린이의 예술과 심미적 발달

Educational Goals



Natural exposure to English             
through varied indoor/outdoor activities 
다양한 실내/실외 활동을 통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

Monthly Them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월별 주제통합교육프로그램

과목별 전문성

Cooperative Learning(협력학습), 

Peer Collaboration(공동작업)

Peer Tutoring(또래간 가르치기) 등

다양한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체제

A kind, caring, and respectful     

student-centered environment                                   

친절하고 배려하며 존중 받는 학생 중심의 환경

영어가 익숙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적응을 돕고, 

화장실, 식사, 친구들과의 의사전달, 부모님과의

상담 등을 위해 한국인 담당교사제도

Strength of SIS Canada Kindy

Mixed-Age Classes 혼합 연령반 Korean Assistant Teacher 한국인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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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편성.담임

출결.조퇴

# 담임제도와과목담임제도가병행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 교사들의가르치는과목은 3~4과목으로정해져있습니다
# 모든선생님들은모든반을가르칩니다.
# 어린이들의다양한교우관계와등록학생인원수에따라
1,2학기반편성이조정될수있습니다.

결석은가능한하지않아야하며
불가피한결석은전날이나당일아침 8:40까지

한국인담당교사에게연락합니다.
조퇴는 12:00~12:500에 가능합니다.                               

전날이나당일아침 10:00까지
한국인담당교사에게연락합니다.

Attendance Policy & Management of Class



학생발달기록서가가정으로
배부된후
외국인담임교사와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면담이
진행하게됩니다.
(통역서비스제공)

# SIS CANADA 초등과정은
1학기 수료 후 9월 진학합니다.

# 한국 공립학교는
2학기 수료 후 3월 진학합니다.

Semester 1 :  3월 ~  8월

Semester 2 :  9월 ~ 2월

Semester 1가 끝나는 8월

Semester 2가 끝나는 2월

1년에 2번 배부합니다.

Progress Reports (학생발달기록서)



Counseling
SIS Kindy 입학 후, 한국인담당교사는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담임교사는
학업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 교사에게
날짜와 시간, 면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 또는 질문을 미리 알려주시면
상담,면담일을 알려드립니다.
(통역서비스 제공)

Dress Code

체육복 / 월, 수, 금

일상복 / 화, 목

양말 / 4계절 착용(발 보호를 위해)

모자 / 계절에 따라 교체

Shuttle Bus
-셔틀버스는무료서비스입니다.
-셔틀픽업일정이결정되면가능한변경
하지말아주십시오. 잦은변경은모든
어린이들에게어려움을줄수있습니다.
-질병, 여행,기타이유로셔틀을타지않을때
미리한국인교사에게알려주십시오.                
-천재지변, 전염병, SIS Canada 

내부사정으로셔틀버스운영이안될경우
학생들의픽업을부탁드릴수있습니다. 
-현재정해져있는노선범위안에서 이용할
수있습니다. 외곽지역, 시내에서외진곳은

셔틀운행이안됩니다.

Counseling, Dress Code, Shuttle Bus



Meals

점심은무료로제공하고있습니다
특이체질이나음식에예민한어린이는
반찬을가지고올수있습니다.
특정음식에알레르기가있는경우
미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천재지변, 전염병, SIS Canada 내부
사정으로급식운영이안될경우도시락
준비를부탁드릴수있습니다. 

Gift Giving

어린이의생일또는어린이날등
특정일을기념하기위해간식을
보내주실때는행정실로보내주십시오. 
점심시간에모두나누어먹을수있는
간단한음식으로준비하여주십시오. 
-친구들에게줄개별포장한선물은
받지않습니다.
-교사들을위한선물, 도시락등도받지
않습니다.

Healthy Snacks

-오후클럽반어린이들은개인용간식
을준비합니다.
-건강한간식: 과일, 야채, 치즈, 

요구르트등
-피할간식: 사탕, 쵸콜릿등단음식

- 간식은다먹고손쉽게정리할수있
는음식을보내주시고, 어린이가쉽
게꺼내먹을수있고, 부피가덜나
가도록지퍼백또는작은타파용기
에간식을보내주십시오.(혼자먹을
분량으로)

- 냉장보관의어려움을참고바랍니다.

Meals, Healthy Snacks, Gift Giving



No Food & Toy Sharing

-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용도의 간식으로 캔디, 
쿠키, 젤리 등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 가정에서 개인 장난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가입

어린이들이 SIS Canada에서 생활할 때
타인과 다른 사람 재산에 손상을 끼친
경우 배상을 위하여 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을 부탁 드립니다. 교사들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 SIS Canada 가입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일상생활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No Food Sharing & Daily Life Insurance



수업료는은행납부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발행번호는행정실로

알려주십시오.

수업료는매월납부합니다.                                             
매월 23일다음달뉴스레터와
납입통지서배부합니다.

결석일공제없습니다.

수업료할인제도없습니다.

# 장기결석 (수업일 15일이상)

1일~14일결석시 : 결석분공제없음.
15일이상결석시 : 1달수업료 1/4 공제
19일이상결석시 : 1달수업료 1/3 공제

점심과셔틀버스를이용하지

않아도납부할수업료는

동일합니다.

입학이학기단위로

진행되므로 1달 이상

미등록시 해당학기

학생발달리포트는

발행되지않습니다.

교육청등록

정규반 1일 240분 X 19일 X 200원 = 912,000원

클럽 1일 50분 X 19일 X 200원 = 190,000원

퇴원시수업료는다음과같이환불됩니다
# 수업시작전 = 100 % 환불. 

# 수업시작 후 = 수업일1~9일 진행:수업료 1/3 환불
수업일 10일 이후 : 환불 없음.  

Tuition Fees & Ref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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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 12 Periods,  1Period = 19Class Days,                                              
Class Day(수업일)는 토, 일, 공휴일, 방학 등을 제외한 학업을 한 일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하는 날이 2일 이상이 되면
3일차부터는 공휴일 또는 방학에 보충수업이 진행됩니다.                                    

즉, 2일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early Calendar 참조

Class Day

매월수업시작일이다르게되므로Newsletter에안내.
휴일 : 토,일,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 10일 등



Kindy Club 수업시간 / 2:25~3:15PM (셔틀버스출발 3:30PM)  

정규수업시간 / 9:30AM~2:15PM (셔틀버스출발 2:20PM)

개별 하원 pick up / 정규반 2:15PM    Kinder Club반 3:15PM

(5분 일찍 나오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하원및다른교육기관차량으로하원시차량시간을맞춰주시길바랍니다.  

Class Time

개별 등원 drop off / 9:10 ~ 9:30AM 사이

(너무 이른 시간과 늦은 등원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n

9:00AM~2:30PM 수업 중 한국인 담당교사와의 상담은 피해주시고
전달사항 및 메모는 문자로 보냅니다.

. 

5월~10월 월1회, 금요일 야외수업 시 도시락준비.

다른 교육기관으로 하원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교육기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하원 하도록 합니다.

매달 Newsletter를 통해 활동내용과 다음달 수업주제가 안내되며
금요일 야외수업은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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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37-8817 로
전화 주셔서 상담신청

요청합니다.   
전화상담 후 입학을
희망하실 경우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전화상담,방문예약

방문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입학지원서 및 입학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방문상담

입학결정을 하시면
입학지원서와 기타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고
납부금을 입금합니다.

입학결정

수업시작일 전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현금영수증발행번호
전달합니다..

수업료 납부

수업시작 전 어린이와
같이 방문하여

한국인담당교사와
인사나누고 등하원

셔틀버스일정 및 시간표, 
SIS가방을 지급받습니다.

등원 시 준비물 리스트
안내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

Registration



교실에서 사용할 운동화용실내화 (슬리퍼 안됩니다.)

야외놀이용 운동화

개인물병, 개인수저통-숟가락,젓가락포함

겨울-조끼,가디건 등 보온용 옷, 
항상 : 여벌의 옷(속옷포함), 모자 (계절에 맞는)

등원 준비물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