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하

기 좋
은 곳,

버논!

캐나다 버논(Vernon)은 산과 계곡, 강과 호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칼라말카와 오카나간, 그리고 

스완레이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버논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며, 훌륭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버논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산림업 그리고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5

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논은 캐나다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밴쿠버까지는 켈로나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45분, 또는 차로 4시간 30분 정도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버논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온화한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으로도 유명합니다. 

겨울은 길지 않고, 그리 춥지 않은 편이지만 

학생들은 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버논에는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실버스타 마운틴 스키 리조트,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중 하나인 프레데터 리지 

골프 리조트, 그리고 스파클링 힐즈 리조트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곳, 버논!

www.vernoninternationa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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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이상의 엘레멘트리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할 시 ESL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1

세 이하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버논은 세컨더리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다섯 개의 

고등학교 중 한 곳에서 단기로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장기로 머물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10주 – 1년 

사이의 단기 수업 또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대학 속성 프로그램(Fast Track University Program)
은 대학 또는 대학교를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19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5 – 10개월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북미 대학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여름 프로그램
햇빛, 따뜻한 날씨 그리고 해변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버논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세요. 모든 

수업은 BC주 공립 교사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식사와 간식, 그리고 캐나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하는 

숙박이 포함됩니다.

여름 ESL (Summer ESL)은 아카데믹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텐시브 영어 수업입니다.

학점 인정 여름 학교(Full credit Summer School)는 10 

- 12학년 수학과 영어 수업을 마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 캠프(Summer Camp)는 오전에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그리고 오후에는 다양한 여름 

액티비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 준비 수업(English Prep Program)은 2주 동안의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9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논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육 시스템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배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및 선택 수업 경험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플로마를 받고 대학 또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

캐나다 최고의 대학 및 대학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혜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축구, 농구, 배구, 럭비 그리고 골프 등의 

다양한 스포츠 팀에 가입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합창단, 연극, 시각예술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예술 수업을 즐겨보세요.

버논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즐거운 액티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는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시설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스키, 스노우보드, 컨트리 

스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해보세요. 실내 및 

실외 축구, 배드민턴을 하시거나 해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수영 또는 하키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지원서 작성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vernoninternational.ca/apply

서면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스캔한 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admissions@sd22.bc.ca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9월, 11월, 2월 그리고 4월에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개인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게 되나요?
여러분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버논은 

안전하며 인구의 98%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간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학생들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버논의 학교
버논 교육청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정을 키우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스킬을 개발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축구, 하키, 야구, 야외

학교, 스노우 스포츠, 글로벌 교육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가격, 학교 

리스트를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튼 세컨더리 스쿨(W.L. Seaton Secondary 
School)은 버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된 교육과정과 

불어몰입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시튼 스쿨은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학교로 

여러 곳에서 수상한 콘서트 및 재즈 밴드, 합창단, 

연극, 뮤지컬, 시각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튼스쿨은 버논 내에서도 다양성을 두루 

갖춘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 수: 800명, 8–12 학년

찰스 블룸 세컨더리 스쿨(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은 모나시산맥에 맞닿아 있는 교외 지역인 

럼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 수영장, 컬링 링크, 스케이팅 

링크, 도서관, 스케이트보드 공원 등의 편의 시설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학교의 

문화입니다. 찰스 블룸 스쿨에서는 학생과 스태프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325 명, 7–12 학년

버논 세컨더리(Vernon Secondary)는 버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증 하나입니다. 버논 세컨더리의 

학생들은 스포츠, 예술 그리고 학문 모든 분야에 걸쳐 

훌륭한 성과를 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논 

세컨더리는 2013년 1월부터 모든 교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900 명, 8–12 학년

클라렌스 풀튼 세컨더리(Clarence Fulton Secondary)
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쿼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프로그램 스케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따뜻한 커뮤니티 중심의 학교이며 훌륭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 수: 750명, 8–12학년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Kalamalka Secondary 
School)은 학문을 중시하며,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외활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은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활동, 미술, 

뮤지컬, 밴드, 목공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 수: 575 명, 8 – 12학년

W.L. Seaton Secondary School

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

Clarence Fulton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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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버논 교육청
버논 교육청은 국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신 장비를 구비한 현대적인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논은 BC주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버논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오카나간 계곡에서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세요. 캐나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Don Weixl

Don Weixl

Vernon Secondary School

Kalamalka Secondary School

Don Wei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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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북미 대학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여름 프로그램
햇빛, 따뜻한 날씨 그리고 해변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버논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세요. 모든 

수업은 BC주 공립 교사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식사와 간식, 그리고 캐나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하는 

숙박이 포함됩니다.

여름 ESL (Summer ESL)은 아카데믹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텐시브 영어 수업입니다.

학점 인정 여름 학교(Full credit Summer School)는 10 

- 12학년 수학과 영어 수업을 마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 캠프(Summer Camp)는 오전에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그리고 오후에는 다양한 여름 

액티비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 준비 수업(English Prep Program)은 2주 동안의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9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논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육 시스템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배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및 선택 수업 경험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플로마를 받고 대학 또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

캐나다 최고의 대학 및 대학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혜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축구, 농구, 배구, 럭비 그리고 골프 등의 

다양한 스포츠 팀에 가입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합창단, 연극, 시각예술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예술 수업을 즐겨보세요.

버논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즐거운 액티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는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시설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스키, 스노우보드, 컨트리 

스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해보세요. 실내 및 

실외 축구, 배드민턴을 하시거나 해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수영 또는 하키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지원서 작성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vernoninternational.ca/apply

서면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스캔한 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admissions@sd22.bc.ca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9월, 11월, 2월 그리고 4월에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개인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게 되나요?
여러분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버논은 

안전하며 인구의 98%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간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학생들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버논의 학교
버논 교육청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정을 키우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스킬을 개발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축구, 하키, 야구, 야외

학교, 스노우 스포츠, 글로벌 교육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가격, 학교 

리스트를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튼 세컨더리 스쿨(W.L. Seaton Secondary 
School)은 버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된 교육과정과 

불어몰입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시튼 스쿨은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학교로 

여러 곳에서 수상한 콘서트 및 재즈 밴드, 합창단, 

연극, 뮤지컬, 시각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튼스쿨은 버논 내에서도 다양성을 두루 

갖춘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 수: 800명, 8–12 학년

찰스 블룸 세컨더리 스쿨(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은 모나시산맥에 맞닿아 있는 교외 지역인 

럼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 수영장, 컬링 링크, 스케이팅 

링크, 도서관, 스케이트보드 공원 등의 편의 시설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학교의 

문화입니다. 찰스 블룸 스쿨에서는 학생과 스태프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325 명, 7–12 학년

버논 세컨더리(Vernon Secondary)는 버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증 하나입니다. 버논 세컨더리의 

학생들은 스포츠, 예술 그리고 학문 모든 분야에 걸쳐 

훌륭한 성과를 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논 

세컨더리는 2013년 1월부터 모든 교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900 명, 8–12 학년

클라렌스 풀튼 세컨더리(Clarence Fulton Secondary)
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쿼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프로그램 스케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따뜻한 커뮤니티 중심의 학교이며 훌륭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 수: 750명, 8–12학년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Kalamalka Secondary 
School)은 학문을 중시하며,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외활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은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활동, 미술, 

뮤지컬, 밴드, 목공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 수: 575 명, 8 – 12학년

W.L. Seaton Secondary School

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

Clarence Fulton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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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버논 교육청
버논 교육청은 국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신 장비를 구비한 현대적인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논은 BC주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버논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오카나간 계곡에서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세요. 캐나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Don Weixl

Don Weixl

Vernon Secondary School

Kalamalka Secondary School

Don Weixl



11세 이상의 엘레멘트리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할 시 ESL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1

세 이하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버논은 세컨더리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다섯 개의 

고등학교 중 한 곳에서 단기로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장기로 머물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10주 – 1년 

사이의 단기 수업 또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대학 속성 프로그램(Fast Track University Program)
은 대학 또는 대학교를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19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5 – 10개월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북미 대학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여름 프로그램
햇빛, 따뜻한 날씨 그리고 해변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버논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세요. 모든 

수업은 BC주 공립 교사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식사와 간식, 그리고 캐나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하는 

숙박이 포함됩니다.

여름 ESL (Summer ESL)은 아카데믹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텐시브 영어 수업입니다.

학점 인정 여름 학교(Full credit Summer School)는 10 

- 12학년 수학과 영어 수업을 마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 캠프(Summer Camp)는 오전에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그리고 오후에는 다양한 여름 

액티비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 준비 수업(English Prep Program)은 2주 동안의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9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논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육 시스템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배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및 선택 수업 경험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플로마를 받고 대학 또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

캐나다 최고의 대학 및 대학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혜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축구, 농구, 배구, 럭비 그리고 골프 등의 

다양한 스포츠 팀에 가입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합창단, 연극, 시각예술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예술 수업을 즐겨보세요.

버논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즐거운 액티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는 캐나다에서 제일 훌륭한 시설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스키, 스노우보드, 컨트리 

스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해보세요. 실내 및 

실외 축구, 배드민턴을 하시거나 해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수영 또는 하키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지원서 작성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vernoninternational.ca/apply

서면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스캔한 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admissions@sd22.bc.ca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9월, 11월, 2월 그리고 4월에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개인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게 되나요?
여러분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버논은 

안전하며 인구의 98%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간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학생들은 캐나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버논의 학교
버논 교육청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열정을 키우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스킬을 개발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축구, 하키, 야구, 야외

학교, 스노우 스포츠, 글로벌 교육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가격, 학교 

리스트를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튼 세컨더리 스쿨(W.L. Seaton Secondary 
School)은 버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된 교육과정과 

불어몰입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시튼 스쿨은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학교로 

여러 곳에서 수상한 콘서트 및 재즈 밴드, 합창단, 

연극, 뮤지컬, 시각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튼스쿨은 버논 내에서도 다양성을 두루 

갖춘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 수: 800명, 8–12 학년

찰스 블룸 세컨더리 스쿨(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은 모나시산맥에 맞닿아 있는 교외 지역인 

럼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 수영장, 컬링 링크, 스케이팅 

링크, 도서관, 스케이트보드 공원 등의 편의 시설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학교의 

문화입니다. 찰스 블룸 스쿨에서는 학생과 스태프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325 명, 7–12 학년

버논 세컨더리(Vernon Secondary)는 버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증 하나입니다. 버논 세컨더리의 

학생들은 스포츠, 예술 그리고 학문 모든 분야에 걸쳐 

훌륭한 성과를 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논 

세컨더리는 2013년 1월부터 모든 교실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900 명, 8–12 학년

클라렌스 풀튼 세컨더리(Clarence Fulton Secondary)
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쿼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프로그램 스케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입니다. 풀튼 세컨더리는 

따뜻한 커뮤니티 중심의 학교이며 훌륭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 수: 750명, 8–12학년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Kalamalka Secondary 
School)은 학문을 중시하며,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외활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칼라말카 

세컨더리 스쿨은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활동, 미술, 

뮤지컬, 밴드, 목공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 수: 575 명, 8 – 12학년

W.L. Seaton Secondary School

Charles Bloom Secondary School

Clarence Fulton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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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버논 교육청
버논 교육청은 국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신 장비를 구비한 현대적인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논은 BC주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버논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오카나간 계곡에서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세요. 캐나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Don Weixl

Don Weixl

Vernon Secondary School

Kalamalka Secondary School

Don Wei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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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

버논!

캐나다 버논(Vernon)은 산과 계곡, 강과 호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칼라말카와 오카나간, 그리고 

스완레이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버논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며, 훌륭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버논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산림업 그리고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5

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논은 캐나다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밴쿠버까지는 켈로나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45분, 또는 차로 4시간 30분 정도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버논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온화한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으로도 유명합니다. 

겨울은 길지 않고, 그리 춥지 않은 편이지만 

학생들은 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버논에는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실버스타 마운틴 스키 리조트,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중 하나인 프레데터 리지 

골프 리조트, 그리고 스파클링 힐즈 리조트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곳, 버논!

www.vernoninternational.ca 

Vernon School District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Programs for Kindergarten to Grad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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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United States

British Columbia Alberta

EDMONTON

CALGARY

VERNON

VANCOUVER
VICTORIA

SEATTLE

PORTLAND

BOISE

SALT LAKE CITY

LAS VEGAS

SAN JOSE

OSOYOOS

PENTICTON

CANADA

U.S.

KELOWNA

SALMON ARM 

VERNON

To Calgary 
and Edmonton

To Vancouver

To Seattle

Shuswap Lake

Okanagan Lake

Skaha Lake

Osoyoos Lake

Vernon School District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1401 - 15th Street, Vernon, British Columbia, Canada V1T 8S8

Phone: 250-549-9295

Email: international@sd22.bc.ca

Sparkling Hill Resort

Predator Ridge Resort

Silver Star Mountain Resort

Don Weixl

Don Wei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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