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 질문들

1. 가족 학비란 무엇인가요?

가족학비란 한 자녀 학비로 나머지 자녀들은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학비제도 입니다. 저희 캘빈은 약 

855 만원/년의 학비로(2013 현재) 4      명의 직계 자녀까지   무료로 공부할수 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립 

학교의 학비는 한 학생당 약 $12,500/년 입니다.

2. 캐네디언 학생과 한국조기유학생의 학비가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3. 일년에 입학 시기는?

매년, 9 월, 2 월에 2 번 입학을 받습니다.

4. 단기 스쿨링도 받나요?

3 개월이내의 단기 스쿨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반의 외국인 학생 15%이내를 넘지 않아야 받을수 있습

니다.

5. 무료 입학 수속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입학 수속은 유학원이나 유학카페를 통할 경우,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캘빈은 국제 학생 입학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어, 무료 상담에서 부터 필요 서류만 제출하시면, 무료로 

입학수속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6. 무제한 무료 통역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캘빈 재학 중, 학교일에 관한 한 동반하신 어머님들에게 무제한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시, 또는 학교에 문의 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속시원히 상담하실수 있습

니다. 

조기유학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온것입니다. 학교와의 완벽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조기유학 생활

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7. 한 반의 외국인 학생은 몇명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한반의 규정은 15%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반은 캐네디언 학생과 외국학생이 선착순으로 채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반의 정원

이 캐네디언 학생으로 먼저 다 채워졌다면,  외국 학생이 한명도 없더라도 더 이상 한국 학생을 받지 않

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한분이 관리 할수 있는 반 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 반에 외국인 학생이 아예 없거나  1 명밖에 없는 반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입학 신청을 서둘러야 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

다. 조기 유학생은 몇년이 되어도 외국학생으로 간주되며, 한 학급의 15%범위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8. 학교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캘빈은 온타리오주내 76 개 학교 중 가장 큰 학교입니다(유치원~8 학년). 

현재 전교생은 약 460 명 정도 됩니다.  보통 크리스챤 학교들의 전교생이 150~250 명 정도이므로 저희학

교는 보통학교의 2 배 규모에 해당됩니다. 

각 학년에는 두개의 학급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인 만큼 다양한 커리큘

럼과 풍부한 프로그램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 정식 학력을 인정 받는 학교인가요?

캘빈은 1953 년도에 개교, 61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 크리스챤 스쿨 협회와 국제 

크리스챤 스쿨 협회에 가입된 정식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

10. 선생님들은 모두 자격증을 갖추고 있나요?

예, 모든 선생님들은 크리스챤 스쿨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교사 자격증도 동시에 갖

추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1. 해밀턴에는 크리스챤 하이스쿨 (HDCH) 은 어떤곳인가요

많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진학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저희 학교와 HDCH 간에는 서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가정에 있어(한국 조기유학 가정도 포함) 한 자녀는 HDCH 에, 다른 한명

은 저희 캘빈에 다닐경우, 저희학교에서는 추가로 $1,000/년,  HDCH 에서는 $2,300/년의 추가 학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도 두학교간에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 등하교에도 매우 편합니다. 캘빈의 국제 학생 

입학 담당자가 HDCH 의 입학수속에 대한 업무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12. 해밀턴은 어떤 도시인가요?

해밀턴의 인구는 약 50 만 정도이며, 캐나다 전체에서 10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의 다운타운이 옛날

에는 해밀턴이었고, 그후 주변의 5 개 도시와 합병을 해서 인구 50 만의 광역 해밀턴이 탄생하게 되었습

니다. 

해밀턴에는 캐나다에서 의대로 유명한 맥마스터 대학교가 있으며, 코업으로 유명한 모학 컬리지, 온타리

오주 유일의 크리스챤 대학교인 리디머 대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도시가 광역화 되다보니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데, 다운타운은 금융, 보험, 서비스업의 중심지로, 그리고 

저희학교가 있는 마운틴 웨스트와 앵커스터, 던다스 지역은 주거및 교육 시설 집중 지역의 특징을 가지

고 있습니다. 

13. 해밀턴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나요?

현재 해밀턴에는 이민자와 유학생을 합쳐서 약 3,000 명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교회 5 곳, 미용실 3 곳, 치과 1 곳, 변호사 1 곳, 자동차 정비소 2 곳, 한식당 4 곳, 태권도 도장 2 곳, 한글학

교 1 곳, 그외 각종 커피숖, 골프장, 컨비니언스등에 다양한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4. 해밀턴의 물가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대체적으로 해밀턴의 물가는 아파트 렌트비를 기준으로 볼때, 토론토의 2/3 정도 수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원베드룸은 $700~750, 투베드룸은 $800~850 정도 됩니다.

15. 해밀턴에는 어머니들이 영어를 배울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어머님들이 영어를 배우실수 있는 교육 시설이 해밀턴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맥마스터 대학교에는 평생 교육과정에 있구요, 모학 컬리지에는 5 단계별  ESL 과정이 개설되어 있

습니다. 아울러 해밀턴 교육청에서 하는 ESL, 캐톨릭 교육청에서 하는 ESL 등 저렴하면서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있습니다. 캘빈  스쿨안에는 캐네디언 학부모님이 한국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통

한 영어 공부를 하는 모임도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저희 학교에 대한 입학 정보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저희 학교 국제 학생 입학 담당 매니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로 정확한 입학 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의 :  dwon@ccshamilton.ca (한글 문의 가능)

감사합니다.

mailto:dwon@ccshamilton.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