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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환영”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의 기본은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에 

중점을 둡니다. 예술, 체육, 견학, 음악, 예배, 연극 및 

스포츠 등의 활동은  모두 SCS에서의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따뜻한 점심이 제공되며 3가지의 

특별 과정이 공통과정으로 포함됩니다. (스키, 스노우 

보드, 스케이트, 수영, 예술과 공예, 승마, 걸가이드/ 

보이스카우트 등)

SCS는 유학생 어머니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여행, 쇼핑, 박물관 및 공원 투어 

등 엄마와 학생을 위한 한달 동안의 야외활동이  

제공됩니다. 요리, 소풍, 미술 및 공예, ESL, 지역 교회 

행사 및 기타 개인적인 관심 분야의 프로그램이 ‘바다의 

환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제공됩니다. 

또한 SCS에서는 첫 한달 동안 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계약, 보험, 자동차, 은행업무, 가구 구입 등을 무료로 

진행하며 지역 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착을 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SCS INTERNATIONAL 
ELEMENTARY PROGRAM
캐나다 전역의 해안(극동해안)은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가족을 Sussex Christian School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Elementary Program으로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을 보장하는 연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 학생들과 멋진 우정을 나눌 

것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Sussex Christian 

School에서 전문 교사들로부터 교육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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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수업료

• $ 12,500 (첫 번째 자녀)
• $ 11,250  (두 번째 자녀)
• $ 10,000  (세 번째 자녀)

“바다의 환영” 프로그램
• $ 2,750  (학생 당)

SCS INTERNATIONAL 
ELEMENTARY PROGRAM

학부모 후기 
“석세스 크리스찬 스쿨은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일대일 개인지도가 가능합
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
다. 또한 학생들이 과목을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합니
다. 이곳 학생들은 모두 서로가 어
울려 놉니다.  소외되는 아이가 없
도록 배려를 하는 생활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크

리스찬 스쿨에 기부와 후원을 하며 애정과 관심으로 키워나가고 있
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저와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 학교의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했던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자부합니다.”

~Mica Yu, SCS
International Parent from Seoul,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