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 Learning
Together
For The Future.

Ou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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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위해 우리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는데 헌신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학생의 개인적인 필요에 중요하고,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사고를 키우고,
긍정적인 사회성과 자기 인식을 함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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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Advantages
In the Classroom
> Technologically Advanced
SIS Canada is a Google Education School. Google classroom and individual email accounts are integral parts
of the student’s daily routines. Students also use their laptops or tablets to access digital textbooks, prepare presentations,
learn programming and research material. Students also have access to our digital library as well as online libraries.
SIS Canada는 구글 교육기관입니다. 구글교실과 개인 이메일 계정은 학생들의 일과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 디지털 교과서에 접근, 프레젠테이션 준비, 프로그래밍 학습 및 자료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온라인 도서관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urriculum and Teachers
The Curriculum at SIS Canada is current and regularly revised by the BC Ministry of Education
to ensure that our students are prepared for and able to adapt to career and societal changes of the future.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and through our rigorous academic program our students garner the skills
and competencies that will allow them to succeed in both today and tomorrow’s encounters.
SIS Canada의 커리큘럼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과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C주 교육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우리 학생들은 엄격한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이 현재와 미래에 마주하게 될 현실에서 성공할 기술과 능숙함을 갖게 합니다.

Beyond the Classes
> School Sports
Each student is required to be a part of at least one organized athletic activity per term. Athletics help students
develop leadership, teamwork,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It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healthy living.
각 학생은 학기마다 최소한 하나의 athletic activity 그룹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학생들의 리더십, 팀워크, 헌신, 그리고 책임감을 발달시킵니다. 스포츠는 또한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Regular Field Trips, University Tours
Regular field trips and hands on experience are a vital part of learning at SIS Canada. Students learn much better
when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see and try things so curricular based field trips are planned.
As part of planning for the future SIS Canada offers visits to universities to support more informed decisions.
정기적인 현장학습과 손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 학습은 SIS Canada 교육과정의 필수요소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때
훨씬 더 잘 배우므로 교과기반의 현장 학습이 계획됩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 SIS Canada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올바로 알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방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Bringing out the Best in You
> Accountability
SIS Canada students are taught to be accountable for the actions they choose to take.
This may be in the form of following school rules, keeping up with assignments and due dates, or social behavior.
All tasks and guidelines at SIS Canada are clearly laid out for students to practice and follow.
SIS Canada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지도록 교육받습니다. 이것은 규칙 따르기, 과제 수행 및 사회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SIS Canada 학생들이 따라야 할 모든 지침과 과제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Giving and Thoughtfulness
SIS Students learn the importance of giving back. Each year the students raise money for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uses. The Children’s Cancer Hospital in Seoul, a local orphanage, The Philippines
and Nepal are just a few of the worthy causes the students have raised money for.
SIS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웁니다.
매 년 학생들은 이 지역 내,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소아암센터, 지역 고아원, 필리핀, 네팔을 위해
학생들이 기금을 조성했던 의미 있는 이유들 중 단지 일부입니다.

www.siscanada.org

As parents, you want the best education you can get for your children. Many families have made significant sacrifices to
achieve this goal by sending their child out of the country to live and attend school in countries like China, Australia, the
Philippines, Canada or the United States. This sacrifice has a large impact on the family as a unit as well as the financial
burden that occurs. In 2013 over 18,000 South Korean students attended school in Canada alone. You no longer need to
make this type of sacrifice!
SIS Canada offers a powerful and successful alternative to sending your child out of the country for a quality education in
English. SIS Canada is a fully accredited BC Offshore Global Education site in Sokcho, Gangwondo at the base of the of
Seoraksan National Park, one of the most beautiful, pollution free areas of South Korea. With an available residence; only
British Columbia certified teachers; the British Columbia Curriculum and small class sizes, you can have everything you
have dreamed of for your child AND have them home on weekends.
I am proud to be the head of this unique possibility for you and your family. Here at SIS Canada we are dedicated to the
achievement of all of our students. We know all of our students and give him or her individual attention to help them
achieve success in becoming a well-rounded, positive contributor to tomorrow’s society. Beyond the academic rigors of
a highly ranked education, we instill leadership qualities; teamwork skills and questioning abilities in all of our students
whether they are in grade one or grade twelve. We help prepare them for the challenges that they will experience as they
move into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he world beyond school.
SIS Canada views technology as an ever important tool to aid our students as they learn to filter all of the information that
comes to them through the internet in forms of shows, videos, blogs, research and new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be
able to distinguish the truth versus fiction and reality versus illusion or perception. We live in a world of ‘Google questions
and answers’ and need to have our students be able to go beyond the simple or easy
solution to the thoughtful and meaningful explanation.
Our curriculum, our methods of teaching and how our teachers
approach learning enable our students to learn and practice this.
We invite you to visit SIS Canada and see for yourself
why we are different than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Message
from the Head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을 중국, 호주, 필리핀, 캐나다 또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 유학을 보내면서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희생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성단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2013년에
18,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홀로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SIS Canada는 영어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로 자녀를 보내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SIS Canada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염이 되지 않은 도시 중 하나로서 설악산 국립 공원이 있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BC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BC
Offshore Global Education 교육기관입니다. BC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정교사들이 가르치며, BC주 교육 커리큘럼과 작은 인원의 반 구성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꿈꿔온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말에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이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SIS Canada가 자랑스럽습니다. SIS Canada에서 우리들은 모든 학생들의 성취를 위해 헌
신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학생들 모두를 잘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재능 있고, 미래의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높이 평가 받는 BC주 교육의 학문적 엄격함을 넘어, 우리들은 학생들의 리더십 자질을 키우고, 또한 1학년부터 12
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팀워크 기술과 탐구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으로 이동하고 졸업한 후 세상 속에 나가 경험하게 될 도전적
인 일들을 위해 준비되도록 돕습니다.
SIS Canada는 테크놀로지를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 비디오, 블러그, 조사와 뉴스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거르는
것을 배우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봅니다. 학생들이 허구와 진실, 그리고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구글
질문과 대답’의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고 쉽게 해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SIS
Canada의 커리큘럼, 교수 방법들과 선생님들이 학습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SIS Canada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IS Canada를 방문하셔서 SIS Canada가 다른 교육기관과 왜 다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Our Guiding Principles
01 Innovative Thinking 혁신적인 사고

At SIS Canada we build Innovative Thinking Skills by instilling in each student the ability to think creatively and critically.
SIS Canada에서 우리들은 각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심어줌으로써 혁신적인 사고력을 키웁니다.

> Creative Thinking
-

창의적 사고

being curious and open minded with a sense of wonder and joy in learning
demonstrating a willingness to think divergently and tolerate complexity
using imagination, inventiveness, resourcefulness and flexibility
taking risks to imagine beyond existing knowledge in order to generate and implement innovative ideas.

>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 thoughtfully examining questions for the purpose of discerning what is reasonable
- being inquisitive, aware of biases, flexible, honest, persistent, and focused on inquiry and asking questions.

02 Positive Self-Awareness 긍정적인 자아인식

We believe that Positive Personal Awareness is essential to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우리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아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 hav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take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including one's learning.
- making constructive and ethical decisions about one's personal and social behavior.
- accepting consequences and understanding how one's actions affect one's own well-being and that of others.

03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인 책임감

We believe that Social Responsibility provides the foundation for healthy relationships and a compassionate society.
우리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건강한 관계와 온정적인 사회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 creating and maintain healthy relationships within one's family, community, and society
- being active, caring and responsible.
- having the ability to cooperate and collaborate with others, empathize with and appreciate the perspective of others.

04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 Language Skill

언어기술

We believe that strong Language Skills are a fundamental tool for effective communication.
우리는 뛰어난 언어 기술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도구라고 믿습니다.

- having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experiences, and ideas through many modes, including written and spoken language
- being fluent in the use of symbols, movement, gesture, body language and images, in order to make meaning and to create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 goal of building a common understanding.

> Digital Literacy 디지털 활용능력
We believe that fluency with Digital tools is essential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우리는 훌륭한 디지털 활용능력이 21세기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 exhibiting skilled and appropriate use of digital media
and communication tools as part of learning, social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 preparation.
- adapting to new ways of accessing, evaluating,
and using digital information and bringing a critical perspective in creating
and using digital content.

Graduate With A Competitive Edge
Our students recieve the BC Graduation program and a whole lot more. Most North American Universities require a minimum
of a B (74%) or higher in English 12 along with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volunteering and work experience as
requirements for entrance. We support students in every way possible to exceed those expectations. Here are some of the
exciting ways we ensure that students graduate with a competitive edge:
우리학생들은 BC주 졸업 프로그램 및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북미대학들은 입학조건으로 과외활동, 자원봉사, 직업체험과 함께 Eng12에서
최소 B(74%)학점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이 요건들을 능가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졸업하도록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What Makes us Unique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

> Small Classes
Every learner has a different background and strength or weakness. It is important that the teacher is in touch with those
differences and can meet the needs of every learner. We achieve that by keeping classes sizes small. Our students receive
individual attention in each class and can always approach their teacher for help when they need it.
모든 학습자는 각각 다른 배경과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러한 차이점들을 숙지하여 모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학급규모를 작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 수업에서 개인적인 관심을 받으며,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tracurricular Clubs
A wide range of skills and interests are important for a person’s future and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favoring well-rounded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offering clubs as diverse as cooking, Model United Nations, sewing,
leadership and more. We are providing not just an exciting place to learn but experiences that will enable our students to gain
acceptance into university.
다양한 범위의 능력과 흥미는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대학들은 점점 과외활동에 참여한 다방면으로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Cooking, MUN, Sewing, Leadership과 같은 다양한 클럽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은 단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장소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더 많은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Leadership
The most sought after leadership skills are: adaptability to change, strategic thinking, integrity, and being a good communicator.
Our senior students develop these qualities through a leadership club and course. They gain unmatched experience in all of
these skills as they actively plan and execute all school wide activities. After spending time on the theory, they take total control
of projects from the idea right through to meeting with everyone for a follow-up assessment. Students meet with teachers, speak
in front of the student body and the parents. Success or failure of a school wide activity is in their hands and they have always
exceeded teacher expectations.
리더쉽 능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성, 전략적 사고, 진실성,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 자질들을 리더쉽 클럽과 수업 과정을 통하여 개발시킵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내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가면서
이 모든 능력들에서 필적할 수 없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론 수업과정을 거친 후에 학생들은 아이디어부터 그 다음 평가를 위한 모든 사람과의 회의까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들과 미팅을 하고 학생 자치회 및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교내 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는 이 학생들 손에 달려 있으며 학생들은 언제나 교사들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 Yearly Trip Abroad
Seeing is believing! Every student from SIS Canada h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trip abroad. Visiting countries where
English is widely spoken and visiting the post-secondary institutions there broadens student’s perspectives and affirms the
importance of mastering English. This annual trip has proven to be a powerful motivating force for our students.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SIS Canada 모든 학생들은 해외 탐방에 참가할 기회가 있습니다. 영어가 상용되는 나라들과 그 곳의 대학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합니다. 매 년 진행되는 이 해외 탐방은 우리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됨이 증명되었습니다.

English Skills

영어 능력

> Provincial Mock-Exams
The English Grade 12 Literacy Assessment is the most important exam students will face in the Graduation Program. Believing
that practice makes perfect, we ensure that Grade 12 students write as many practice exams as possible. Doing so allows teachers
to identify and improve student weaknesses which enables the students to feel comfortable when the real test happens. During a
Mock-Exam students experience exactly the same conditions as a real exam and it is marked to strict Ministry standards.
Eng 12 주정부시험은 학생들의 졸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G12 학생들이 가능한
많은 연습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편안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모의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생들은 실제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은 엄격한 주정부 시험기준에 맞게 채점됩니다.

> Double English Class Time
English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for our students. To honour that importance, we offer our students twice the amount of
English12 class time they would receive in a typical BC high school. With double English blocks, our students receive 4 years of
English study in 3 years time.
영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중요성을 위해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받는 전형적인 BC 주 고등학교의 Eng12 수업시간의
두 배를 제공합니다. 두 배의 영어수업을 하면서 3년 동안 4년 분량의 영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 TED Talks Writing Class
TED Talks offer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listen, discuss and then write about a thought-provoking idea. Every week for
a period of 90 minutes, every student in grades 10 -12 gather to watch a TED Talk lecture and immediately discuss it. Similar to a
provincial exam, they are given a short time-frame in which to write an academic essay which is then edited by either a teacher or
peer and re-written.
TED Talks 클럽은 학생들에게 듣고, 토론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에 관한 글쓰기를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 주 90분 동안 G10-12의 모든 학생은
함께 모여 TED Talk 강의를 듣고 그것에 대해 토론합니다. 주정부 시험과 유사하게 학생들은 짧은 시간 동안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고 난 후
교사 또는 동료에게 체크를 받고 다시 쓰게 됩니다.

> Cross-Curricular Vocabulary Development
Understanding vocabulary is essential for success both in the Graduation Program and later at university. All teachers work
cooperatively to build the vocabulary of each student.
어휘를 이해하는 것은 졸업 프로그램과 이 후의 대학 모두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매 주 있는 어휘 테스트를 통하여
각 학생의 어휘실력을 기르기 위해 협력합니다.

> IELTS Preparation Class

IELTS 준비반

Strong grammar and vocabulary skills are essential to score well in the Graduation Program and beyond. To assist the students
we offer a weekly IELTS Preparation Class for grade 11-12 students. Although they may never need to take the IELTS test,
the skills gained in preparing for it are essential. IELTS was chosen because it is the test of English employed by Canadian
Immigration.
탄탄한 문법과 어휘 능력은 졸업 프로그램과 대학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우리들은 매 주 G11-12 학생들에게
IELTS 준비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IELTS테스트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지라도 그 시험 준비 과정에서 얻어진 능력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IELTS가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채택된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We Prepare You For A Successful Future
우리들은 여러분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 Work and Volunteer Experience

직업체험 및 자원봉사

Every student must satisfy 30 hours of work and volunteer experience to complete the Graduation Program. Ideally students
should complete this in the field they are interested in working in after University graduation. At SIS Canada, we help students find
placements locally that are both safe and rewarding.
모든 학생은 졸업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30시간의 직업체험 및 자원봉사시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
자신들이 하게 될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해야 합니다. SIS Canada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University Counselling
Every student in the Graduation Program has the opportunity to sit side by side with a graduation counsellor as they research
and compare university programs. University programs have unique requirements so it is essential that students receive
individualized assistance. This process begins in their grade 11 year. Each student,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meet with a
graduation counsellor to set goals and discuss future plans.
졸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학생들은 졸업 및 대학 진학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대학을 조사하고 각 대학의 프로그램을 비교하게 됩니다.
각 대학프로그램마다 다른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11학년에 시작됩니다. 각 학생은 부모님들과 함께 담당교사와 만나 목표를 세우고 미래 계획에 대해 토론합니다.

> Career Education
Students complete two 4 credit classes focused on career opportunities, job skills, life skills goal setting and personal wellbeing.
Throughout these courses students learn about trending employment fields in Canada and the educational paths required to enter
them. The students will be better able to make good decisions about their post high school education as well as careers that suit
them at the conclusion of these courses.
학생들은 직업 선택, 실생활에서 필요한 능력, 건강한 삶에 중점을 두는 2 과목(각 4학점)을 이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캐나다와 세계에서의 고용 시장 동향과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밟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마침으로써 자신들에게 적합한 직업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학업에 관하여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Our Graduates

Some of the universities where the students have been accepted includes (입학허가를 받은 대학들)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Victoria, BCIT, Vancouver Island University, Thomson Rivers University,
Waterloo University,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Calgary, Wilfrid Laurier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Purdu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an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York University,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Simon Fraser University, Ryerson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