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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UIS

UIS 제공하는 서비스
Urban International School(UIS)은 온타리오 교육부 정식 인가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본교는 캐나다와 해외에서 고학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화 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UIS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학업 요건에 중점을 두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교는 학생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은 학문적으로나 개인
적으로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전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장려 합니다.
UIS는 학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하는 초점에 따라 미디어 연구, 예술 (미술, 사진) 및 통신 기술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재 학생 본인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졸업생은 토론토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
맥길 대학교 등 많은 명문대학에 입학을 도왔습니다!
UIS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전 과정을 제공합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UIS를 거쳐가고 있으며, 유럽, 중동 국가 및 아시
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UIS는 학교 수준 및 명문대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오직 온타리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만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Ontario Certified Teachers).

학교 연혁

우리는 2009년에 설립되어 토론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로 시작하여 꾸준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UIS가 성장함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고 성숙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친숙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사립 국제 학교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별활동 교육과정

UIS 는 배움은 교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은 ‘사회적 행동’ 일뿐만 아니라 캐나다 문화
자체에 대해 다양성 학습도 중요하다는 전제 하게 다양한 액티비티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학생들은 도시를 탐험하고, 동물원, 나이아가라 폭포,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온타리오 미술관을 비롯하여 볼 거리와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UIS 는 학생들의 희망 대학과 컬리지를 견학 할 것입니다. 저희의 유투브 채널을 확인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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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IS
MISSION
우리의 사명은 UIS학생들이 학교와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9년 이래로 학생들의 학업목표를 성취하고 워터루 대학(U of Waterloo), 토론토 대학(U of Toronto),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 of British Columbia) 과 같은 캐나다 일류대학에 진학을 도와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서비스
UIS 스태프들은 열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하며 진심어린 보살핌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목표 달성의 첫 단계 인 안전하고 친근한 학습환경을 보장합니다. UIS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의 성공 달성을 위해 사용될 일목요연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앞으로 나아갑니다.

CREDIT COURSES
• 학업 핵심 코스 (영어, 수학, 과학)
• 학업 선택 코스 (역사, 사회학,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 아트 & 뮤직 (미술, 음악, 미디어 연구, 사진)

NON-CREDIT PROGRAMS
• IELTS 준비반
• SAT/ACT 준비반 (풀타임/파트타임)
• 포트폴리오 개발 (파트타임- Semester 1)
• 워크샵 (뮤직, 아트, 프로그래밍, 미디어 -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
캐나다 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CHEP: CANADIAN HIGH SCHOOL EXPERIENCE PROGRAM)
UIS는 캐나다 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본교에서는 8학년에서 11학년 유학생들에게
캐나다 고등학교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온타리오 커리큘럼으로부터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가늠하기 위한 학습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장학습

야유회 및 소풍

오프 캠퍼스 미디어/
액티비티 센터

UIS는 학기 동안
즐거움 뿐 아니라 배움
을 위한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합니다. 현장학
습은 기본적으로 학문
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생이 스스
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
습니다.

크리스마스, 3월 & 여
름방학 동안, UIS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와 라이프스타일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파트너
중 한 곳과 주단위의 여
행을 마련할 것입니다.

UIS는 학생들이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스페셜
미디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추천 서비스

홈스테이 서비스

UIS는 유학생들에게
스터디 펄밋 신청, 숙박
또는 기타 개인맞춤 서
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 혹은 추천
합니다.

UIS는 학생들이 영어
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홈스테이
가족들을 제공 혹은
소개합니다. 만약 학생
이 자신의 언어를 구사
하는 홈스테이를 원하
는 경우엔 이를 수용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URBAN INTERNATIONAL SCHOOL 5

UIS STREAMS
ENGINEERING STREAM
온타리오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최소 5개의 핵심코스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입학에 필요한 6코스의 평균점수를 위해 하나의
선택코스(U or M)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demic (5 Core Courses)
• English (ENG4U)
• Calculus & Vectors (MCV4U)
• Advanced Functions (MHF4U)
• Physics (SPH4U)
• Chemistry (SCH4U)
Academic Electives (1 of the following)
• Writers Craft (EWC4U)
• Computer Science (ICS4U)
• Data Management (MDM4U)

SCIENCE/MATH STREAM
이 프로그램은 과학 및 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스트림은 컴퓨터 과학, 생명 과학 (생물학이 필요할 수 있음), 계리 과학
및 물리 및 화학과 같은 핵심 과학이 포함됩니다. 온타리오주의 과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입학에 필요한 6코스의 평균점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3개의 핵심코스와 3개의 선택코스(U 또는 M)를 요구합니다.
Academic (3 Core Courses)
• English (ENG4U)
• Calculus & Vectors (MCV4U)
• Advanced Functions (MHF4U)
Academic Electives (3 of the following)
• Writers Craft (EWC4U)
• Computer Science (ICS4U)
• Data Management (MDM4U)
• Economics (CIA4U)
• International Business (BBB4M)
• Business Leadership (BOH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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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 STREAMS
ART STREAM
이 프로그램은 미술, 사회학, 심리학 등을 포함하는 아트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온타리오의 아트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입학에 필요한 6코스의 평균점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1개의 핵심
코스(ENG4U)와 5개의 선택코스(U 또는 M)를 요구합니다.
Academic (1 Core Courses)
• English (ENG4U)
Academic Electives (5 of the following)
• Writers Craft (EWC4U)
• Visual Arts (AVI4M)
• Music (AMU4M)
• Communications Technology (TGJ4M)
• Media Studies (ASM4M)
• Photography (AWQ4M)
• Drama (ADA4M)

BUSINESS STREAM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프로그램 (경제 및 상업)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입학에
필요한 6코스의 평균점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2개의 핵심코스와 4개의
선택코스(U 또는 M)를 요구합니다.
Academic (2 Core Courses)
• English (ENG4U)
• Advanced Functions (MHF4U)
Academic Electives (4 of the following)
• Writers Craft (EWC4U)
• Calculus & Vectors (MCV4U)
• Computer Science (ICS4U)
• Data Management (MDM4U)
• Economics (CIA4U)
• International Business (BBB4M)
• Business Leadership (BOH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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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 PROGRAMS
풀타임
UIS의 학년도는 3학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교는 매 학기 초에 학생들을 받습니다. 본교의
일정은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지며 각 과목의 모든 온타리오 교육부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시간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조정되었으며, 일반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정규 학기 시작 시간은
9 월, 1 월, 5 월입니다. 또한 Fast Track 인 집중 속성 프로그램을 위해 11월에도 학생들을
받습니다.

9

SEMESTER 1
Start September

>

11

>

FAST TRACK
Start November

1

SEMESTER 2
Start January

>

5

SEMESTER 3
Start May

파트타임
UIS는 고등학교 학생과 성인학생 모두 수강가능한 파트타임 코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타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공부 기간을 줄이거나 평균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이 나이트 프로그램
과 주간수업들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등록 시, 그들의 모교의 허가서와 성적 증명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W

NE

UIS FAST-TRACK
일반 학기 외에 UIS는 11월에 시작하는 속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6학점(6U) 또는 6학점(6M)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코스들을 관리 할 수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NON-CREDIT CLASSES

개인 수업/개별 세션

IELTS/OSSLT: UIS 는 대학지원을 위한 IELTS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UIS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룹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혹은 맞춤 식 수업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1:1 수업을 제공합니다.
코스 카탈로그의 모든 수업이 1:1 로 제공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UIS 는 학생들이 고득점 취득 확률을 높히기 위해, OSSLT 준비
코스와 결합한 IELTS 준비반을 풀타임과 파트타임 클래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SAT/ACT 준비 코스: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을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개발: 아트 및 디자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
에 합격하기 위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UIS의 선생님 혹은 강사님
들은 학생들의 작품 제작을 돕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워크샵: 가끔, 우리는 학생들의 배움을 보완하고 견식을 넓히기 위하여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전문화된 워크샵을 개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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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TO UIS
STEP 1
성
 적표를 UIS로
보내주세요!
지난 2년간의 공식
영문성적표를 스캔하여 UIS
로 보내주세요.
성적표 검토 후, 아카데믹
카운셀러가 UIS가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줄 것
입니다. 또한 등록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STEP 2
$

STEP 3

등
 록금
지불확인

STEP 4

비
 자&
스터디 퍼밋

UIS가 제공한 학업계획이
마음에 들면 우리는
등록금 송장을 보내드릴 것
입니다. 등록금 지불이 확인
되면 UIS는 공식‘입학
허가서’를 발행하여
보내드립니다.

준비하세요! 곧
만나요!

캐나다에서 공부 하기 위해
유학생은 캐나다 정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세싱 기간은
신청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짐을 싸기 시작하고
유학생활을 비롯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준비하세요!

UIS 오픈 하우스
UIS 캠퍼스에 방문해주세요!
학교 방문은 UIS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UIS는 8월과 1월, 연 2 회
오픈 하우스를 개최합니다.
UIS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UIS 스태프가 모든 단계에 있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학교투어를 즐기세요!

UIS Studio

UIS School

UIS Lounge

UIS Music room

UIS Cafeteria

UIS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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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 COURSE CATALOGUE
COURSE CATALOGUE
모든 코스들이 제공되지만 등록상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1:1 개인교습이 가능합니다.

ESL
ESLAO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evel 1
ESLBO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evel 2
ESLCO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evel 3

Guidance & Career
GLC2O - Career Studies
CHV2O – Civics & Citizenship

ESLDO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evel 4
ESLEO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evel 5

History/Sociology
CGC1D – Histroy Grade 9

English
ENG1D – English Grade 9
ENG2D – English Grade 10
ENG3U – English Grade 11
ENG4U – English Grade 12
EWC4U – Writers Craft Gr 12
OLC4O – Ontario Literacy Course

Mathematics
MPM1D – Math Grade 9
MPM2D – Math Grade 10
MCR3U – Functions Grade 11
MHF4U – Advanced Functions Grade 12
MCV4U – Calculus & Vectors Grade 12

CHC2D – History Grade 10
CHA3U – American History Grade 11
CHW3M – History Grade 11
CHY4U – History Grade 12
CGW4U _ World Issues Grade 12
HSP3U – Social Science Grade 11
HSB4U – Social Science Grade 12

Management/Accounting
BAF3M – Accounting Grade 11
BAT4M – Accounting Grade 12
CIA4U – Economics Grade 12
BBB4M – International Business Grade 12
BOH4M – Business Leadership Grade 12

MDM4U - Data Management Grade 12

Media Arts
Science
SNC1D – Science Grade 9
SNC2D – Science Grade 10
SPH3U – Physics Grade 11
SPH4U – Physics Grade 12
SCH3U – Chemistry Grade 11
SCH4U – Chemistry Grade 12
SBI3U – Biology Grade 11
SBI4U – Biology Grade 12

Languages
FSF1D – French Grade 9
LKKCU – Korean Grade 11
LKKDU – Korean Grade 12
LKMCU – Mandarin Grade 11
LKMDU – Mandarin Grade 12

AVI3M - Visual Arts Grade 11
AVI4M - Visual Arts Grade 12
ADA3M – Dramatic Arts Grade 11
ADA4M - Dramatic Arts Grade 12
ASM3M – Media Arts Grade 11
ASM4M – Media Arts Grade 12
AMU3M – Music Grade 11
AMU4M – Music Grade 12
AWQ3M – Photography Grade 11
AWQ4M – Photography Grade 12

Technology
ICS3U – Programming Grade 11
ICS4U – Programming Grade 12
TGJ3M – Communication Technology Grade 11
TGJ4M – Communication Technology Grad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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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ABOUT TORONTO
재정적 파워
토론토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
시이자 캐나다의 원동력으로
2014년에 3,030 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발생시켰습니다.

교육적 엘리트
토론토 대학교는 캐나다내 랭킹 1 위,
세계랭킹 22 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에는 캐나다 일류대
학 10개 중 5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
토론토는 캐나다 내 문화의 중심지입
니다. 연극, 미술관, 뮤지컬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론토 국제
영화제와 같은 행사에서 토론토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토론토 대도시권
650만 인구의 토론토(GTA)는 세계적인
다문화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로 선정되
었습니다.

해야 할 일
16,000개의 레스토랑, CN 타워,
토론토 동물원, 박물관, 축제, 미술
갤러리, 주요 스포츠 팀 등 무궁무진
한 볼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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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nternational School
150 Eglinton Ave. East, Suite 201
Toronto, Ontario M4P 1E8
Phone: 416 924 1011 Fax: 416 921 1011
www.uihs.ca | info@uih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