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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지역 - 온타리오주의 떠오르는 별

요크지역으로 오는 길토론토 광역시 북쪽으로 위치한 요크지역에서는 다국적 문화와 관광 명소를 통한 다양한 

관심사와 풍부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요크지역은 9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지역 마다의 특성과 이체로운 명소가 있습

니다.  각 지역구마다 축제와 행사, 문화 및 운동시설, 쇼핑, 식당, 여가활동과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요크지역의 지역구 정보및 관광안내는  

www.yorktouris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크지역은 단단하고 다양한 경제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역경제는 새

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긍적적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금융, 자동차 부속 및 운

수/교통 부품제조업, 정보산업, 생명공학, 토목 및 건설업 그리고 가구산업과 같은 대표적

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크지역의 중심에서 토론토 국제공항은 대

략 43km 떨여져 있습니다.  국제공항에서는 

캐나다 국내 및 미주지역의 중심 도시간 직

항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남미, 아시아, 유

럽등 다양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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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교육청을 왜 선택하는가?

요크교육청은 온타리오주의 교육 선두주자입니다.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최상의 교육으로 다문화 존중과 각학생의 

성공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크교육청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

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더욱 풍족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주관의 시험.결과, 요크교육청 소속학생들은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EQAO) 시

험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 학생들의 성공하고자하는 동기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진, 교육자들의 열정 그리고 최적의 교육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믿습니

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 학생회

• 환경운동 클럽

• 연극부

• 컴퓨터 공학반 

• 체스반

• 수학반 

• 스노우보드/ 스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시설:

• 테크놀리지와 결합된 각 학급 

• 과학 및 컴퓨터실 

• 체육관 및 샤워실을 겸비한 휘트니스 시설 

• 현대적인 도서실 

• 미디아, 디자인 미술실 

• 무대시설과  음악실 

• 교내식당

• 야외운동장

• 컴퓨터 시스템

• 로보트 공학반

• 미술반

• 사진반

• 음악(교내 밴드 또는 

합창부)

• 휘트니스반

• 학생 과외지도부 



고등학생 14세 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은 국제학생들을 받는 지정된 고

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2학기제로 나누어져 있으면 

각 학기마다 4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SL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언어습득 향상

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고등학교중 정규과정보다 높은 수준

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Advanced Placement (AP)과정을 제공하

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18개의 필수과목과 12개 선택과목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 언어시험 통

과 및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한 국제학생들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이수증인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성적 성취도면에서 상위권인 요크교육청은 온타리오주에서 3번째로 큰 

교육청입니다.  토론토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크교육청은 2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크교육청 소속학생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재학중입니다.

국제학생 프로그램

초등교육 (유치원 ~ 8학년)

고등교육 ( 9학년 ~ 12학년)

초중학교는 유치원(4세) 부터 8학년(13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새학기는 

9월에 시작하여 6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과정은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무려 

160개의 초중학교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담당관  
국제 교육 서비스 사무관은 학생 담당관으

로써 학생과 학교사이에서 일하며 학생들

의 새로운 환경 즉 학교와 사회의 적응을 

도와줍니다 즉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하

여 학교 교사진들과 만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살펴보며 이를 지속적으로 학부모

와 상의합니다. 

진로상담
각 학교별 진로와 지도 교사가 상주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도교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진로에 대해

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 서비스
효율적인 교육을위해 18세 이하의 학생들중 교

육청소속 가디언 제도를 선택한 학생 부모님들

과는   학기중 지속적으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10세 부터 18세 학생까지에게는 다양한 단기

과정이 연중 여러시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니다:

• 학급참여 및 문화 경험

• 영어 연수 과정 

• 학점 이수 과정

이과정들의 구체척인 정보는  

www.yrdsb.ca/internationa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요크교육청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신입생 국

제학생들에게 요크지역에서 성공적인 시작

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급 활동, 초청연사, 학교 및 지역사

회 방문 및 흥미로운 원정에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각 학생들의 언어 와 수리영역 평가 

또한 오리엔테이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이

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어연수(ESL) 와 수

학 레벨을 통해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과정을 

선택하기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합니다.

단기과정 학생서비스





홈스테이 

안락한 거주환경이 미치는 높은 학업 성취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요크교육청에선 교육청

이 직접 주관하는 홈스테이 과정에 자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학생들을 진심으

로 돌봐주는 가정들로 선별되어있습니다.  거주환경은 안전한 가정, 배정된 학교와 대중교통 

이용의 적합한 거리 그리고 각 학생들 관심사와 필요조건의 여부에 가장 적합한 가정에게 배

치하도록하며  한가정에 최대한 2명의 학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홈스테이 관리자들의 지속적

인 학생 및 홈스테이 가정관리를 통

해서 학생들의 적응을 파악하고 도움

이 필요할 시 비상연락망이 개설 되

어 있다.

요크교육청 홈스테이 서비스는:

• 엄격한 가정 선별

• 컴퓨터화일로 가정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 개개인의 학생과 가정선별  

• 최적의 조건과 24시간 비상연락망 서비스

• 배정된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의 가정

• 따뜻하고 가족적인 영어권가족

홈스테이 가정: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 가구가 배치된 개인방, 화장실 겸용  

• 3식 과 간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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