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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희 학교 졸업생년 저희 학교 졸업생
이 진학하게 될 학교는이 진학하게 될 학교는

새로운 새로운 세계세계. 새로운 . 새로운 도전도전. 새로운 . 새로운 배움배움..  

저희는 여러분의 대학 입시와저희는 여러분의 대학 입시와

진로의 포문을 열어드립니다진로의 포문을 열어드립니다

저희는 보다 연결된 저희는 보다 연결된 

세상을 만듭니다세상을 만듭니다

Queen Margaret’s School 
660 Brownsey Avenue, Duncan 

British Columbia V9L 1C2 CANADA
www.qms.bc.ca

admissions@qms.bc.ca



QMSQMS  준비 프로그램은 1년동안 비영어권 출신의 7-10 학년 준비 프로그램은 1년동안 비영어권 출신의 7-10 학년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에 본과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에 본과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를 통해 준비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과제를 통해 준비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독해, 논술, 말하기, 듣기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은 독해, 논술, 말하기, 듣기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학생들이 본과 수업에 등록하기 전 각 과목 필수 기회가 주어지며 학생들이 본과 수업에 등록하기 전 각 과목 필수 

어휘를 배워 수업 내 이해도를 높이고 캐나다 문화와 커리큘럼에 어휘를 배워 수업 내 이해도를 높이고 캐나다 문화와 커리큘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1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지만 이는 준비 본 1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지만 이는 준비 

프로그램이므로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어 수준에 프로그램이므로 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어 수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도달한 학생들은 Queen Margaret’s School에 본과에 에 본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입학할 수 있습니다.

QMS 준비 프로그램의 장점준비 프로그램의 장점

•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력 향상•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문제 해결 능력 향상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듣기, 독해, 말하기, 논술 실력 향상•듣기, 독해, 말하기, 논술 실력 향상

•문화 이해도 향상•문화 이해도 향상

••QMSQMS 본과 수업 대비 본과 수업 대비

•최대 14명의 학생으로 유지되는 소규모 수업•최대 14명의 학생으로 유지되는 소규모 수업

•사회적 통합 및 자신감 향상•사회적 통합 및 자신감 향상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QMS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다른 재학생들과 더불어 QMS
의 안전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약 100,000㎡의 넓은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평생의 우정을 싹틔웁니다.

한 눈에 한 눈에 QMSQMS 알아보기 알아보기

학업과 개인의 우수성 
 
·유치부에서 ·유치부에서 1212학년까지 대학 입시준비        학년까지 대학 입시준비        
   커리큘럼   커리큘럼

·대학 입시 지도 및 ·대학 입시 지도 및 100% 100% 대학 합격 및 진학률대학 합격 및 진학률

·체험과 탐구를 기반으로 한 학습·체험과 탐구를 기반으로 한 학습

국제적인 커뮤니티

··19211921년에 설립된 년에 설립된 100,000100,000㎡의 캠퍼스 ㎡의 캠퍼스 

··400400 여명 이상의 남녀 재학생 여명 이상의 남녀 재학생

··6-126-12학년 학년 100100 여명 이상의 기숙사 학생 여명 이상의 기숙사 학생

캐나다의 승마 교육 

·초급부터 중급 이상의 선택적승마 교육 프로그램·초급부터 중급 이상의 선택적승마 교육 프로그램

·교내 말 및 마사 대여·교내 말 및 마사 대여

·승마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개발·승마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개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집중적인 교육에 더하여 소규모로 진행되는 집중적인 교육에 더하여 
학생들은 즐겁고 활기며 단결된 커뮤니티의 학생들은 즐겁고 활기며 단결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벤쿠버 아일랜드와 브리티시 일원이 되어 벤쿠버 아일랜드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탐험합니다. 교외 여행을 컬럼비아주를 탐험합니다. 교외 여행을 
통하여 학생들의영어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통하여 학생들의영어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