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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ro Academy는?
Munro Academy는 종교나 신앙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사립 기독교 학교입니다. 본교 교사들은 가톨릭에서 다양한 개신교 종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본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Munro Academy의 공적과 수상경력
Munro Academy 학생들은 글로벌 혁신가이자 성실한 환경 운동가입니다!
• Zayed Future Global Energy 상 (북미 부문) - 2015년 학생
그린에너지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 Canada’s Greenest School - Honourable Mention (표창) 2015년. 학생들은 학교의 솔라 에어 히팅 시스템, 탄소 중립
바이오매스 시스템, 그리고 태양광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패널
어레이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 전력 시스템을 위한 학교 난방의 비전 및
설계에 참여하였습니다..
• The Nova Scotia Mobius Awards of Environmental
Excellence - 2016년도 올해의 단체상 - 병원, 대학 및 학교 등의 단체
중 환경적으로 혁신적인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 젊은 캐나다인의 혁신적인 환경 솔루션상 (Young Canadians
Innovative Environmental Solutions) - 2015년 케이프 브레튼
지자체상 (Cape Breton Regional Municipality) 을 수상하였습니다.

먼로 아카데미에서 최고가 됩시다!
먼로 아카데미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사립 기독교 학교(초,중,고 과정)입니다.

상담은 여기로
Munro Academy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munroacademy.org 또는 학교
사무실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info@munroacade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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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ro Academy 만의 매력
학생:교사 비율: 9:1
영어학습환경: 6%의 국제VISA 유학생
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과정/ 대학 준비 과정, 통합 ESL클래스,
여름 ESL캠프
주거 환경: 연간 홈스테이 프로그램
학습환경: 따뜻하고, 배려하며 지원적임
선택 과목: 프랑스어, 미적분학, 상급
음악클래스, 밴드, 캐나다 문학, 경제학
추가 특별활동: 밴드, 농구, 연극, 러닝클럽,
봉사활동, 학생회, 학생 찬양팀, 배구부,
교지 편집부
문화 교류의 기회: 1년에 한번 중학교 3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
봉사 활동 여행 기회 제공
비용:
등록비 - $100 CAD
수업료 - $16,150 CAD
홈스테이 비용 - $910 CAD/월 × 10번

케이프 브레튼은?

특징

케이프 브레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스키, 스노보드, 야생 동물원, 하이킹,
수영, 해변, 고래 관찰, 보트, 레이저 태그, VR 스튜디오, 도서관, 쇼핑, 다양한
각국의 식당이나 식재료 마트, 모든 장르의 음악 콘서트, 영화관, 극장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Munro Academy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Munro Academy 고등학교 콘텐츠는 Nova Scotia 주 기준
평가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의 Munro Academy 졸업생은 캐나다 전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은 대학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프 브레튼은 2011년도에 「북미 최고의 섬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Travel and Leisure Magazine, 2011). Cape Breton의 지적, 산업 및 문화
허브인 시드니(Sydney)에는 Cape Breton University, J.A. Douglas McCurdy
공항, 지자체 사무소 및 Mayflower Mall이 있습니다.

먼로 아카데미 (Munro Academy)
Munro Academy Balls Creek 캠퍼스 – 초등학교 (PrePrimary - 5학년)  
- 시드니(Sydney)에서 차로 8분, 노스 시드니(North Sydney)에서 반대
방향으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4에이커
넓이의 캠퍼스에서는 크루즈 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는 교정에서
사슴이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독수리의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는 맑고
바다내음이 풍깁니다.
Munro Academy Northside 캠퍼스 - 중/고등학교(6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무료 스쿨버스 포함  - 학생수와 규모의 확대에 따라Munro Academy는 2018
년 9월 시드니 마인즈 (Sydney Mines) 지역에 제2캠퍼스를 열었습니다. Munro
Academy Northside캠퍼스는 Balls Creek 캠퍼스에서 12분 거리에 있으며 6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메인 캠퍼스입니다. 36,000
제곱피트의 Northside 캠퍼스에는 전용 음악, 예술 및 과학 연구실 공간을
포함한 체육관과 17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활기 넘치는 학생 센터와
국제 학생 센터도 있습니다. Munro Academy는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두
캠퍼스 사이에 무료 스쿨버스를 운영합니다.

Munro Academy는 글로벌 임팩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임팩트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일 년에 한 번
중학교 3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봉사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벨리즈, 에티오피아, 독일, 이스라엘 및 케냐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두번째
학기 중에 진행되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학생들은
이 여행에 대해 1학점을 받고 실제 여행 전후에 학습 및 준비에
참여합니다. 참가 희망학생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기회에 대해 인터뷰와 에세이로 지원합니다.
Munro Academy는 학생들에게 Cape Breton University
(CBU)와 함께 대학 진학 연결프로그램(The University
Pathway Program)을 제공합니다.
대학 진학 연결프로그램을 통해 Munro Academy 고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은 특정 CBU 신입생 과정을 수강하고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점은 학생의 Munro High
School 졸업 증명서로 사용되며 CBU 디플로마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Pathways Program은 Munro Academy
졸업생이 CBU에 무조건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최소 2
년의 고등학교 공부 후) 경제적 혜택과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Munro Academy의 국제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어 학습 지원
Munro Academy의 국제학생에게 영어 학습 뿐 아니라
전과목의 학습을 전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국제학생은 매일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에서 숙련된 ESL교사와 만나 수업내용과
숙제에 대해 도움을 받습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떤 국제학생 케어가 있을까?
9 건강보험
9 진로 상담 및 대학 진학 상담
9 소그룹 서포트 시스템 및 야외활동 – 식사, 게임, 관광
(국제학생 지도자가 인솔)
홈스테이에서 대우는?
집을 멀리 떠나 낯선 집… Munro Academy는 유학생의
프로필이나 성격을 기반으로 신중히 선정하여 홈스테이를
연결해 드립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유학생을 Munro Academy
재학 중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1일 3식 제공, 개인 침실 제공, 학교나
기타 행사를 오갈 때 픽업을 제공합니다. 가족 행사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영어 학습의 지원을 위해
집에서는 영어로 일상 생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