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석세스 크
리스천 스쿨
인가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미래

• 100%에 가까운 졸업생들은
전세계의 전문대학과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 SCS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소수 그룹의 맞춤 교육과 친절한
선생님과 직원, 그리고 유능한
교장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CS소개
Sussex Christian School (SCS)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뉴브런스윅의 석세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CS
는 뉴브런스윅 교육청 소속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승인을 받고
진행합니다. SCS의 중심 가치는 학교와 가정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직원은 학생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있으며
학교가 제2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ussex Christian School
45 Chapman Drive
Sussex, NB E4E1M4
CANADA
전화번호 (506) 433-4005
이메일 주소 info@sussexchristianschool.ca
홈페이지 www.sussexchristianschool.ca

학교 엿보기
국제학생 범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단기 ESL 프로그램(여름, 겨울)
전통 : SCS는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치 : SCS는 뉴브런스윅 주의 석세스라는
작은 도시의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해안지방 중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대도시인 프래딕턴과 세인트존에서 각 1
시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 : SCS는 중등 과정 이후 학생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준비합니다. 뉴브런스윅 교육과정
지침은 우리 학교의 역동적인 학습 모델과 함께
합니다.
대학 진학 준비 : SCS 졸업생 중 거의 100%가
캐나다, 미국, 기타 외국의 전문대학과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댈하우지
대학, 뉴브런스윅 대학, 리버티 대학, 워터루
대학, 세인트 토마스 대학, 뉴브런스윅 전문대학
등 탁월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 SCS 학생들은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교를
사랑하며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 SCS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스포츠(대학과 고교
대표팀), 음악, 드라마, 현장학습, 다양한 클럽,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비율 : 평균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은 12:1 입니다.

학교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홈스테이(월)

2019-2020년도
$100
$11,000
$750

2020-2021년도
$100
$12,500
$750

ESL 프로그램
SCS는 1, 2월과 7, 8월에 장단기 ES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합 ESL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ESL 프로그램은 각각의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증명된 교과과정, 기술, 방법론 등을 활용합니다. ESL 선생님은 각각의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CS 홈스테이 프로그램
SCS는 유학생들에게 검증되고,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하며 엄격한
가정의 홈스테이를 제공합니다. 각 홈스테이는 학교 주변의 가까운
가정으로 선정됩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식사, 숙박, 통학이 제공되며
휴일 픽업도 포함됩니다. 각 가정은 SCS에 의해 선정되며 유학생
개개인의 희망에 가장 적합한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SCS Educational .

SCS 수학여행 프로그램
SCS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학생들은 매년 수학여행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워싱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오타와, 퀘백 등의 견학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의 특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Sussex Christian School 45 Chapman Drive Sussex, NB E4E 1M4 CANADA
전화번호 (506) 433-4005 이메일 주소 info@sussexchristianschool.ca 홈페이지 www.sussexchristianschool.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