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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 안내
캐나다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입학
사무소 직원, 평가 센터 직원 및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즐거운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핸드북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과 조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HW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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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DSB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4번째로

큰

해밀턴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고등학교 15개교 및 초등학교 94개교에 50,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학 사무소는 HWDSB의 주요 부서로,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110
King Street West 소재 Jackson Square 의 푸드 코트 위 플라자 층에 위치한 평가 센터

내에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입학 사무소
이메일:

admissionsoffice@hwdsb.on.ca

전화:

905.527.5092(내선: 2235)

팩스:

905.52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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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센터
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110 King Street West
Plaza Level, Suite 606
Hamilton, Ontario, L8P 4S6

사무소 업무 시간:
오전 8:30 – 오후 4:00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입학 사무소 연락처
이름

직위

이메일

전화

Heather Moffat

국제 교육 학장

hmoffat@hwdsb.on.ca

Nancy Fan

입학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

nfan@hwdsb.on.ca

905-527-5092
(내선: 2429)
905-5275092(내선: 2235)

감독자
Lily Zhang

국제 마케팅 및 모집 담당자

lzhang@hwdsb.on.ca

905-5275092(내선: 2332)

Gail Intson-Ivey

입학 사무소 보조인

gintson@hwdsb.on.ca

905-5275092(내선: 2324)

중등학교 연락처
학교

지도 상담사

이메일

전화

Sir John A.
MacDonald

Ms. Tracy Kuder

tkuder@hwdsb.on.ca

Nora Frances
Henderson(Bart
on)
Glendale

Mr. Kevin Clark

KCLARK@hwdsb.on.ca

905-5288363(내선: 233)
905-389-2234

Ms. Marjorie Hewitt

mhewitt@hwdsb.on.ca

905-560-7343

중등학교 졸업 요건
졸업 후 온타리오 중등학교 학위(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 OSSD)를
취득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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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0학점(필수 18학점, 선택 12학점) 이수
 온타리오 중등학교 읽기 쓰기 시험(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 OSSLT) 또는 온타리오 중등학교 읽기 쓰기 과목 패스

 40시간의 지역 참여 완료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소재 대학교에 지원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OSSD 획득
 12학년 과목 6개 이상 패스
 영어 능력 시험(TOEFL, IELTS, CAEL) 패스
 개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건 충족

지도 상담사는 1대1 상담을 통해 학생이 학습 목표 및 개인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캐나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위치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등 학점
자신의 국가에서 중등학교 과정을 1년
이상 마친 학생에게는 동등 학점이
부여됩니다. 동등 학점은 평가 센터의
2차 사정인이 권고하며 1학기가 끝나면

현재 학교의 교장이 부여합니다.

학점 제도
최소 110시간 동안 계획된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이 부여됩니다.


풀 타임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 학기 주간 학교 과목을 3개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지도 상담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수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수강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서를 학교 지도 상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 상담사와 입학 사무소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여름 학교 과정(7월) 또는
5번째 과목(야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과목당 $1,662.50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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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학교 과목을 3개 수강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야간 학교 과목을 1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지도 상담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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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면서 연령에 맞는

모국어 읽기 쓰기 능력과 교육적 배경 지식을 갖춘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ESL은 다른
과목과 함께 동시에 수강해야 합니다.


각 ESL 과목은 1학점에 해당합니다.



ESL 3학점을 영어 필수 4학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SL 레벨 1 - ESLAO 단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급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단어와 학습한 구문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 구문 또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각적 지원을 받아 단순한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어휘를 읽을 수 있습니다.
ESL 레벨 2 - ESLBO 단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전체 학급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단순한 선택 항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 문장 및 복합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짧은 단락을 쓸 수 있습니다.
ESL 레벨 3 - ESLCO 단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주제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구절과 간단한 선택 항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단락을 쓸 수 있습니다.



교사가 준비한 개요를 기반으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사용하고 교사 지원을 받아 제 학년 수준의 교재를 읽을 수

ESL 레벨 4 - ESLDO 단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능숙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준비한 개요를 기반으로 다섯 단락의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제공한 개요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ESL
받아레벨
대부분의
토론/활동에
5 - ESLEO
단계.참여할
다음을수할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교사 지도를 받아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정확성과 다양한 어휘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작성할 수 있고, 학년 수준의 교재를 읽을 수 있으며 약간의
도움을 받아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교사 지도를 바탕으로 다섯 단락의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ENG3U/3C
ENG4U/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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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1P/1D
ENG2P/2D
ENG3E/4E

영어 학습 팁


교사 및 급우들과 이야기합니다.



ESL 클럽 또는 숙제 클럽에 참여합니다.



다른 학교 클럽 또는 스포츠 팀에 참여합니다.



수학 여행에 참여합니다.



매일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기타 학습 팁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과제에 대해 학생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수업 시간에 늦은 학생은 출석부에 지각으로
기록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교사를 만나 놓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방과 후 학습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학생 자신의 책임입니다. 숙제, 영어 연습 및
여가/취미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물은 제때에 제출하십시오.

캐나다 유학
다음은 학생의 국가와는 다를 수 있는 캐나다 교육 제도의 특징입니다.


항상 질문을 통해 의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학생에게 장려합니다.



학급에서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정중하게 발표하고 교사 및 다른 급우들의
의사와 생각을 정중하게 청취 및 배려하도록 학생에게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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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 작업은 학교 학습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며, 협력, 관용 및 타협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성적표에서 학습 능력의 일부분으로 평가됩니다.



학생은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표절(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 또는 커닝은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학생은
적절한 인용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성적표
학기마다 두 번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즉, 학기 중 절반이 지났을 때 받게 되는
중간

성적표와

학기말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퀴즈/시험 결과, 숙제 제출, 모듬 작업,
프로젝트 완료 및 최종 시험 결과 등
수많은 요소를 기반으로 한 과목의 최종 점수가 매겨집니다.
참고: 최종 시험은 최종 점수의 최대 30%만을 차지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1월 - 1월 말에 1학기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6월 - 6월 말에 2학기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교직원
교직원은 유학생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장:

학교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교감:

학교 운영에 있어 교장을 보필하며 훈육 문제에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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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상담사:

학생의 시간표 작성을 도와줍니다. 학교, 커뮤니티 및
대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사:

과목마다 교사가 다릅니다. 교사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 Mr.
Ms. 또는 Mrs.로 호칭하며 “Teacher”보다는 교사의 성을

호칭하면 됩니다.
ESL 교사:

학생이 영어 및 다른 과목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사-사서:

학생들이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고 책, 인터넷 소스, 비디오
및 잡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무소 관리자:

학생 등록을 지원합니다.

연간 학사 일정 - 정규 수업일 또는 시험 기간 동안은 여행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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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수칙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행동 수칙을
관리합니다. 행동 수칙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www.hwdsb.on.ca/wp-content/uploads/2012/07/Conduct-Of-Conduct-Pamphlet.pdf
HWDSB 행동 수칙을 기반으로 각 학교는 자체 학교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행동 수칙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 수칙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교사 또는 지도 상담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학교 행동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업료를 환불 받지 못하고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 동의서
1. 캐나다 이민국에서 유효한 유학 허가를 받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2.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 입학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3. 학생은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에서

지정한

Student

Guard

Insurance를 통해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학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의 규칙, 정책 및 규정



학교 행동 수칙

5. 또한 규칙적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최소한 평균 “C”

학점(65%)을 유지해야 합니다.
6. 학생의 출석, 학업 및 정서 문제, 의료 및 정신적 문제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관리인/보호자,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7. 관리인, 주소, 전화번호 또는 비상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입학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8.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부모/보호자 또는 지정된 관리인이 승인한 거주지에

거주해야 유학생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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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지며 수업료의 환불 및/또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퇴학당하고 해밀턴-웬트워스 지역 교육 위원회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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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출석
규칙적으로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 및 입학 사무소는 공동으로 학생의 출석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입학 사무소는 학생의 출석에 관한 염려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상담합니다. 경고와 상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석하는 경우 향후 학기에 입학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HWDSB 내 학교 변경


HWDSB 내 학교 변경 요청은 입학 사무소로 9월 전학의 경우 3월 31일, 2월

전학의 경우 11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 감독자는 요청을 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 학생의 현재 학교
및 학생이 전학을 희망한 학교와 상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입학 사무소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1학기에는 학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학 시 전학하려는 학교의 수용 인원, 주거지 증명서, 출석 및 학업 성적이
고려됩니다.



주거지 증명서로는 홈스테이 계약서, 아파트/주택 임대 또는 소유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은행 명세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변경


관리인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입학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관리인을 변경하려면 학부모와 관리인으로부터 새로 공증한 관리인 지정서를
입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 캐나다에서는 반드시 관리인의 보호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주소 변경


이사할 경우 즉시 입학 사무소에 새 주소/연락처 정보를 알립니다. 홈스테이
계약서와 같은 새 주거지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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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활


만 18세 미만인 경우 독립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에 도달하여 독립 생활을 원하는 경우 받드시 입학 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학부모에게 서명 동의서를 입학 사무소에 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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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또는 건강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알레르기가 있으면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 보험
학생의 의료 보험 제공자는 “Guard Me”입니다. 보험 카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혜택
요약 팸플릿을 참조하여 보장 내역을 알아 두십시오.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guard.me를

참조하십시오.
유학생 보호 프로그램
유학생에게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이 365일 24시간
지원됩니다. 유학생 상담 경험이 있는 다문화 전문가들과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 약물 중독,
학교 및 가족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전화, 채팅,
비디오, 모바일 앱 또는 웹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무료 My SSP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1.844.451.9700

또는

+1.416.380.6578으로 전화하거나 www.keepmesafe.org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
온타리오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경우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다음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공립 학교, 건물 내부 및 교내,
 공원, 운동장, 해변, 레크레이션 공간과 같은 실외 레크레이션 지역
 가게
 버스/기차 쉼터 및 정거장
 식당 및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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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운동 경기장
 극장

법률 위반 시 수업료의 환불 없이 HWDSB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적됩니다. HWDSB는
만 19세가 넘어도 흡연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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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약물
온타리오에서 음주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업료의
환불 없이 HWDSB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적됩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음주한 경우,
 19세 이상으로 과음한 경우,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약물을 사용 또는 유통시킨 경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여행
수학 여행에 참가하기 전에 교칙에 따라 학부모가 서명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 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해밀턴 밖 도시를 여행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온타리오에서 합법적인 최소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온타리오 법률에 따라
만 21세 이하의 모든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이어야 합니다.
문화 충격 – 적응 과정 및 기대 사항
캐나다에 새로 온 사람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일련의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응 단계는 4~5개월이 소요됩니다.
1.

도착 및 첫인상:
학생들이 처음 도착하면 새로운 환경에 흥분하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2.

문화 충격: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다소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및 친숙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울증과 향수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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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 및 낙관:
새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4.

문화 적응: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편안해지고 새 문화와 자신의 문화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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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안
권장 사항

금지 사항



이름 또는 주소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마십시오.



가벼운 차림으로 이동하고 값비싼 귀금속,

마십시오. 혼자보다 다수가

기기, 옷 또는 현금을 과시하려고 하지

안전합니다.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소재를 알리십시오.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십시오.



조명이 밝은 지역으로 다니십시오.



가능하면 자물쇠와 키를 사용하여

낯선 사람의 동승 요청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르는 지역을 배회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여권, 노트북 등)을 잘 보관하십시오.


밤에 동행자 없이 나가지

가방과 소지품을 분실당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에게 태워 주기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부모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친구를 사귀십시오.



자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불편하게 느껴지는



직원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지
마십시오.

장소나 상황이라면 회피하십시오.
장보기
해밀턴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 Sobey’s, Fortino’s, Metro, Food
Basics 및 No Frills.
Hamilton Farmers’ Market 및 Nations Fresh
Foods는

Jackson

Square에

위치합니다.

Farmers’ Market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에 엽니다. Nations Fresh Foods는 매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해밀턴에는 수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패키지에 있는 브로슈어를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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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
캐나다에 도착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밀턴에는 수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부모/보호자/관리인이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가장 가까운 은행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
해밀턴은 1급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만 19세 이하의 학생에게는
특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시내 버스 서비스
해밀턴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해밀턴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버스 일정, 경로, 지도 및 트랜스
캡(택시 공유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패키지 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도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milton.ca/CityServices/Transit/.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해밀턴 GO Centre, 36 Hunter St.
E.에 있는 Ticket Office에서 중등학교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버스
해밀턴

서비스
시내

버스 터미널에는

해밀턴 외부로

나가는 시외 버스가 있습니다.

http://hamilton.foundlocally.com/Trans/Trans-Buses.htm

여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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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에서는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www.tourismhamilton.com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
 극장
 야외 활동
 사회 활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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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사무소
평가 센터
110 King Street West
Plaza Level, Suite 606
Hamilton, Ontario
L8P 4S6

전화: (905) 527-5092(내선: 2235)
팩스: (905) 521-2550
이메일: admissionsoffice@hwdsb.on.ca
www.hwdsb.on.ca/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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