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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FCA는 캐나다 동부 연안에 위치한 뉴브런즈윅의 주도(州
都)이며, 세인트 존 강에 맞닿아 있는 프레더릭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레더릭턴은 뉴브런즈윅 주립 대학교와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의 소재지이며, Beaverbrook 미술관, 예술극장 등을 
보유한 수많은 국제적인 음악 및 공예 축제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뉴브런즈윅의 중요한 교육·문화 중심지 입니다.

프레더릭턴에 대한 사실
• ‘캐나다의 살기 좋은 10대 도시” 6년 연속 선정 (머니센스 

조사)
• ‘세계 대기청정 순위 8위’ (2011 세계보건기구 조사)
• ‘세계 7대 지적 공동체’ 선정 (지적 공동체 포럼 조사)
• 북미에서 Micro-City 1위로 인정 (2014 아메리카 미래도시 

조사) 



한눈에 보는 FCA 

역사
• 1978년 설립

시설
• 교실, 실험실, 체육관 및 야외 운동장

교수진
•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 1:12
• FCA의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 FCA의 모든 선생님들은 최소 2개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영유아 돌봄 과정: 6개월~5세 대상
• 보육원 과정: 3세~4세 대상
• 방과 후 학교 과정
• 초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 고등학교/예비 대학생: AP 과정 수강 가능
• 뉴브런즈윅 주립대학교 /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이중 학점 

제도
• 국제학생 과정(1년)
• 여름&겨울 ESL 캠프
• 교내 SAT & AP 시험장
• 교내 TOFEL 교육시설 및 시험장
• 교내 IELTS 교육시설 및 시험장
• 국제학생들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프레더릭턴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하 FCA)는 
뉴브런즈윅 주의 프레더릭턴에 위치한 대학교 입시를 
위한 예비 학교 입니다.

뉴브런즈윅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학교로서, ‘
청소년들은 자신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도록 격려되는 안전하고 엄격한 
학습환경에서 번성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특별한 예비대학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본교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FCA의 사명
FCA는 우수한 사립 기독학교로서, 학생들이 지식, 
기술, 인성, 리더십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용기를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체험학습 기회 
여행: 오타와 ON, 헬리팩스 NS, 뉴욕 NY, 워싱턴 DC, 
퀘백 QC, 몬트리올 QC, 보스턴 MA 및 볼리비아 등
현장학습 : 킹스 랜딩, 세인트 앤드류의 해양 연구시설, 
야생동물 박물관, 미술관, 기타 야외교육 휴양지
음악축제, 국제회의, 문화유산 박람회, 로봇 회의, 수학 
및 기술 회의, 지방 극장 제작; 전세계의 서비스 기회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체육활동 - 농구, 야구, 원반던지기, 배드민턴, 배
구, 스키, 스노우보드, 골프, 테니스, 등산, 캠핑, 
축구, 크로스컨트리, 수영, 육상경기 등
예술활동 - 합창, 기악, 연극, 공연, 성악, 회화, 무
용, 조소 등
기술활동 - 로봇공학, 코딩,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기술





정유나
토론토 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입학장학금 $24,000.

Hillary Fox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예술학 학사
대학 총장장학금 $18,000. 

Minh Anh Nguyen 
맥길 대학교
컴퓨터과학, 수학 학사
입학장학금 $12,000 + Tomlinson 
Engagement 어워드 $1,500.

Joseph Drost
마운트 앨리슨 대학교
정치학 학사
입학장학금 및 음악장학금 $22,000.

박소연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범죄학 학사
국제 학과장 우수입학 장학금 
$13,000.

전준영
솔브릿지 국제경영 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아시아의 생각하는 리더장학금 
$35,000.

FCA의 졸업생들

본교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세계 각국의 명문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은 맥길 대학교(McGill Univ.), 마운트 앨리슨 대학교(Mount Allison 
Univ.), 토론토 대학교(Univ. of Toronto), 서부 온타리오 대학교(Western Ontario 
Univ.), 댈하우지 대학교(Dalhousie Univ.), 뉴브런즈윅 주립대학교(Univ. of New 
Brunswick)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St.Thomas Univ.), 시몬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 등에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본교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10,000 정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매년 $100,000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 받습니다.



대학교들과의 현재관계

 이중 학점 제도
• FCA는 두 개의 국립대학교(뉴브런즈윅 주립대학교와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이중 학점 제도를 통해 수강한 수업들에 대해 고등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멋진 대학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 이 대학 학점들은 FCA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료로 대학 학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학점 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캐나다 전역과 전세계의 다른 대학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 (AP®) 
• 학생들은 FCA에서 대학 수준의 강좌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AP®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해 고등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승인한 AP® 시험 센터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AP®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AP® 과목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정을 서둘러 마칠 수 있게끔 합니다.

• 생물학, 미적분 AB, 미적분 BC, 컴퓨터과학, 영문학, 거시경제학, 물리학 등 다양한 AP®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AP®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캐나다 전역과 세계의 다른 대학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시험장
FCA는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SAT®, TOEFL® , IELTS® 의 교육기관이자 시험장 입니다. 



St. Thomas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Brunswick, Fredericton Campus



국제 프로그램

국제학생 프로그램 
FCA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실력 향상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캐나다 문화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FCA의 홈스테이 가족이 되는것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잘 디자인된 방, 학습공간 및 균형 잡힌 하루 3끼 식사를 포함한 자신의 생활공간을 모두 
제공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캠퍼스로부터 몇 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모든 가족은 인근에 거주하면서 
최고의 복지를 제공합니다.



국제 가족 프로그램

FCA의 국제 가족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5학년생까지의 학생에게 프레더릭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자녀와 동반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본교는 학생을 배려하고 육성하는 학습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시험을 치르며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국제학생들은 ESL 및 학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캐나다 친구들을 사귀고,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CA는 학부모 및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근처에 위치한 생활편의시설을 찾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지역 사회에 적응시키며, 다른 모든 정착에 필요한 항목이 잘 
관리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정착과정에는 공항 픽업, 주택 물색, 자동차 구매 보조, 보험 가입, 학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FCA의 여름캠프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들은 정말 재밌었습니다.선생님들은 정말로 재능 
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프레더릭턴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여기서 사는 동안 저는 너무 편안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영어 실력도 늘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Archer Chen, ESL캠프 홍콩인 학생

ESL 캠프

FCA는 영어실력의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여름과 겨울 ESL 캠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배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안전한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됩니다.

일상 프로그램
모든 수업은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아침수업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독서, 회화 및 작문에 
대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 및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준비물(바인더, 펜, 연필 등)은 
프로그램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점심식사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행사/활동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부 행사 
및 활동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명예의 전당
• 도시 남부&북부 시장
• 클레이 카페
• 스캐빈저 사냥
• 쇼핑
• 농장투어
• Science East 투어
• Beaverbrook 미술관
• 극장
• Ganong 초콜릿 박물관
• Kingswood 볼링 & 엔터테인먼트 센터

• 프로농구경기 또는 하키경기 관람
• New Brunswick 의회 견학
• Kings Landing 역사의 터전
• Kingswood 골프
• 매직 마운틴
• Nashwaak강에서 튜브타기
• 마그네틱 힐(신비의 도로) 동물원
• Odell 공원 및 식물원
• 트리고 (짚라인)
• St. Andrews 보트 투어
• Fundy 국립공원



2023
ESL 캠프

겨울 캠프 

날짜:  
2023년1월9일 ~ 3월3일
자유로운 참여 – 참가희망 날짜와 기간을 
선택하여 2주에서 4주동안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주당 1250달러

여름 캠프  

날짜:   
2023년7월9일 ~ 8월4일
자유로운 참여 – 참가희망 날짜와 기간을 
선택하여 2주에서 4주동안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주당 1250달러

*참가비에는 수업료, 활동비, 홈스테이비용이 포함됩니다.



대학교 & 전문학교 진학 지도 프로그램

FCA는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고등교육(대학)으로의 진학을 장려합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대학)으로 
진학할 때 안내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 초기 Discovery 모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강좌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학생 계획: 강좌 선택과 함께 학생을 돕고 대학으로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조치를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속적인 터치포인트 모임: FCA의 교장선생님과 국제학생 관리선생님은 학생의 진학지도와 
궁금증해소를 위해 공부하는 기간동안 모든 국제학생들과 만날 것입니다.

• 대학 및 대학교 조사: FCA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관심있는 대학을 방문하여 변수들을 
조사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학 입학 지원: 지원서, 장학금,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과정
• 학교 선택 방법

• 자격/입학절차

• 신청시기

• 신청 시 제출 자료

• 장학금 및 수학보조금





국제학생 경험담

“저에게 FCA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FCA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을 잘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작은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물어봐도 흔쾌히 답해주시고, 또한 아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FCA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CA는 학업에 관한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1년동안 FCA의 학생으로 지내면서,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FCA에서 보낸 시간들은 매우 특별했고, FCA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Josie Lee, 홍콩, FCA 졸업생

“FCA는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유학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마다 FCA는 항상 최고의 노력과 친절함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저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많은 교우관계를 
쌓았으며, 이를 계기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됨과 동시에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저에게 “네가 캐나다에 다녀온 이후로 매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흥미로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인생에서 FCA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준영, FCA 한국인 졸업생

“FCA는 보다 작은 규모의 수업(소수정예)과 개개인에 대한 세세한 지도를 제공해주어 수업에 
더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매우 친절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제 홈스테이 가족들은 제 관심사와 활동을 응원해주며 저를 배려해주었고,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캐나다에 온 것은 저에게 대단한 경험이었고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었던 것이 너무 기쁩니다.”

~ Jason Ho, FCA 홍콩인 졸업생

“저와 제 남편이 ‘FCA가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딸을 FCA로 
보냈던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McAloon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최고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FCA
는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나중에 성공적인 졸업생이 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친근하며, 홈스테이로 머무는 아이들을 자신의 친 
자녀들처럼 대해줍니다.”

~ Thi Bach Yen, FCA 베트남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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