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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밴쿠버 ( West Vancouver ) 

캐나다 제일의 부촌으로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버라드 만 초입의 아름다운 해변 지역과 

부유층 지역인 British Property 라 불리는 고급 주택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중동인들,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유학생들이 몰린 지역으로 한국의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Secondary School 이 3 군데 밖에 

없어서 각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적지 않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렌트비가 무척 비싸며, 생활비, 

학비등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홈스테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초등학교 유학지역 으로도 좋은 지역이고, 지역내의 

센티널 고교에는 A P 과목 수업이있고 웨스트 밴쿠버 고교에서는 I B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학교들이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유학은 부모동반 유학만 허용이 된다. 

노스 밴쿠버 ( North Vancouver ) 

웨스트 밴쿠버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중산층 주민들 거주 지역이다. 백인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의 특징은 광역 밴쿠버 가운데 이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당시 대거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2 년~3 년간의 광역 밴쿠버 주택 시장이 무척 활황기였는데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다.  

 

관할 교육청은 유학생들에게 우호적이며 BC 주내에서 상위에 랭크 되는 Secondary School 들이 있는 좋은 학군으로 

추천할 만한 지역이다. 중국인 한국인 등 동양권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입학 대기자 명단이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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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최근 주거용 렌트비가 많이 상승 하였고 학비, 생활비가 비싼 곳이며 홈스테이를 구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쉽지는 않다. 

버나비 ( Burnaby ) 

밴쿠버 시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광역 밴쿠버의 제 2 의 상업 지역이다. B.C. 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메트로 타운의 

대규모 쇼핑 센터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한동안 유학생을 받지 않았던 지역이나 최근에는 유학생들에게 

호의적이다. 시 북쪽의 중산층 지역은 비교적 괜찮은 지역이며 그곳에 있는 North Burnaby Secondary School 은 

상당히 평판이 좋은 학교이다. AP 과목 수업이 제공되며 우수한 졸업생들 중에서 미국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South Burnaby Secondary School 도 얼마 전까지 영재반 수업인 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판이 높은 학교였는데 2 년 

전부터 예산 부족으로 IB 프로그램 수업 제공을 중단 하였다. 버나비 시는 밴쿠버 한인 이민 초기인 1970~80 년대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며 현재 주민들 중에는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처음 유학을 결정할 때는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신중하게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써리 ( Surrey ) 

써리 지역은 B.C 주에서 가장 넒은 면적의 자치시이다. 인구는 밴쿠버시 다음으로 많은 약 40 만 명 정도이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면적이 넒은 지역의 특성대로 광역밴쿠버에서 가장큰 교육구청으로 많은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다. North Surrey 지역은 서쪽의 월리 지역을 제외하면 중산층 지역으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경 지역인 시 남쪽의 백인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White Rock 지역으로 한인들이 꽤 많이 이주하는 

편이다.  

 

B.C 주 최고 수준의 사립 학교인 South Ridge 학교와 공립학교로는 얼 메리엇 고교, 엘진 팍 고교, 세미아무 고교 등 좋은 

학교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 중앙의 서쪽지역은 델타시와 접해 있는데 인도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기회에 특별히 왜곡된 정보를 시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유학원들에서 써리지역은 

유학을 기피하여야 되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그이유를 인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있기 때문이라는 인종적 편견에 

근거하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주장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이곳의 이민 

역사가 훨씬 이전으로 2 세, 3 세들은 현지 캐네디언화가 벌써 된 사회이고 농업, ( 땅 들을 많이 소유하고있다 ) 건축업, 

운수업, 택시업, 모텔업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정치적인 직책에도 진출이 활발한 

그룹으로 현지의 주류사회에서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더구나 우수한 학생들도 무척 많아서 스탠포드 대학, IVY 리그대학등 일류대학에도 많이 진학을 하고있고 실리콘 밸리의 

막강한 비즈니스 그룹으로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있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결코, 우리 교민사회보다 못할 

것이 없는 그들 사회를 직시 할것이고, 국제화 시대의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왜곡되고 못난 편견은 버리고 

균형 잡힌 이해를 키울것이다.그리고 써리에서도 크로버데일 지역이나 화이트락의 일부지역 노스 써리의 동쪽지역, 

랭리와 접경 지역등 얼마든지 백인 캐네디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학교를 찾는 것은 어렵지않다. 써리지역의 한국 

유학생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White Rock 지역이나 North Surrey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은 B.C. 

주에서 가장 큰 교육청으로 유학생들에게 우호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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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츠포드 ( Abbotsford ) 

밴쿠버에서 동쪽에서 1 시간 20 분 정도 떨어진 광역 밴쿠버 외곽 도시이다. 인구는 약 13-14 만 정도의 전원 

도시로 주민의 90% 이상이 백인으로 독일계 캐네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전 캐나다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상당히 우수한 학교들이 여럿 있으며 최근 한국 유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조기유학 / 단기유학 지역으로 추천하는 지역이다. 

랭리 ( Langley )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1 시간 정도 떨어진 전원 도시로 광역 밴쿠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International 정책에 따라 매우 발전된 좋은 유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재반 교육 과정인 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R.E Mountain Secondary School 및 AP 과목을 수업하는 학교들이 여럿 있다. 랭리시의 북쪽 지역인 Walnut 

Grove 지역은 이 도시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 지역으로 주거 환경도 좋고 그 지역의 Walnut Grove Secondary 

School 도 꽤 좋은데 단 한가지 특징 이라면 Walnut Grove 지역에 유학생 및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쪽 지역만 피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덜 다니는 곳을 원할경우) 랭리시는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등이 

유학하기에 좋은 곳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단, 랭리 교육청은 13 세이하의 유학생 즉 초등학교 7 학년까지의 

유학생들은 부모동반 유학만을 허용하고있다. 

코퀴틀람 ( Coquitlam ) 

다운타운으로부터 약 40 분 정도 떨어진 코퀴틀람시는 버나비시와 인접하여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포트무디 등 3 개의 자치시를 가진 Tri-City 로 그 중 코퀴틀람시가 가장 크다. 1980 년대 중 

후반에 대단위로 개발된 Westwood Plateau 지역은 코퀴틀람시 북쪽 산 중턱에 자리한 고급 중산층 지역으로 

개발과 더불어 중국계 및 한인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을 하였다. 3 개 시가 합하여 1 개의 교육구청을 갖고 있다. B.C 

주에서 3 번째로 큰 교육 구청으로 73 개의 초등학교와 13 개의 중학교 ( 6 학년~8 학년 ) 그리고 10 개의 High School 

( 9-12 학년 ) 이 있다. l 광역 밴쿠버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제도가 있다.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지만 

(1999 년부터) 유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곳이다.  

 

교육청 관할에 I 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ort Moody Secondary School 등 좋은 학교들이 여럿 있다. 교육 시설이나 주거 

환경의 편리함 등은 유학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데 포트 무디시와 포트 코퀴틀람시에 이외의 코퀴틀람시에는 상대적으로 

동양인들이 ( 중국 / 한국계 )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메이플릿지 ( Maple Ridge ) 

다운타운에서 약 1 시간 20 분 정도 떨어진 전원 도시로 광역 밴쿠버의 외곽인 동북쪽에 위치에 있다. 4 - 5 년 

전부터 한인 유학생들이 지역의 학교를 다니기 시작 했는데 현재는 적지않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 지역이되었다. 

주민들이 대부분이 백인 캐네디언들로 구성된 중류층 수준의 조용한 도시이다. 영어 습득을 위한 초기 유학 지역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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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Mission ) 

다운타운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1 시간 30 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전원 도시로 광역 밴쿠버권을 막 벗어난 지역이다. 

2~3 년 전부터 한인 유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하였고 주민의 대부분은 백인 캐네디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 

수준은 중류 수준의 한적한 지역이다. 영어 습득을 위한 초기 유학 지역으로는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델타 ( Delta ) 

다운타운에서 약 40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델타 지명 그대로 후레이져 강의 하구에 발달한 퇴적층 지대로  

농경지가 많은 전원도시 이다. 시의 동쪽은 써리시와 접해 있으며 농사철이면 여러 농경지에서 인도계 동양인들이 

농사일을 많이 하고 있다. 광역 밴쿠버의 자치시 가운데 한국인 이민자들이 아주 소수일 정도로 별로 한국인들이 

살지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6 개의 초등학교와 2 개의 Junior High School 그리고 5 개의 High School 을 관할하는 

델타 교육청은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뉴 웨스민스터 ( New Westminster ) 

다운타운에서 약 40 분 정도에 위치한다. 후레이져 강변에 위치하여 발전한 도시인데 BC 주의 첫 주도였다.  

주도가 빅토리아시로 이전된 이후 밴쿠버, 버나비, 써리등의 여러 광역시들보다 발전이 뒤쳐져 현재는 중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9 개의 초등 학교와 3 개의 중학교 그리고 1 개의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E.S.L 프로그램이 좋고 이 지역에 유일한 New Westminster Secondary 는 Higher 

프로그램인 IB 및 AP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밴쿠버 ( Vancouver ) 

광역 밴쿠버 중에서 두번째 큰 학군이다. 밴쿠버의 East 지역은 동양계 ( 특히 중국계 ) 학생들이 무척 많고 West  

지역에 비하여 알려진 명문 학교가 많지않다. 밴쿠버 교육청 관할은 West 지역이 인기가 많은데 소위 광역 

밴쿠버의 8 학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St. George, Vancouver College 등의 사립학교나 Crofton House School, York House School 등의 여자 사립 

학교들이 유명하며 공립 학교로는 Sir Winston Churchill, Prince Wales, Point Grey, Maggie, 에릭 햄버, 유니버시티힐 등 

이름난 Secondary School 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명문 Secondary School 에 진학하기 위하여 관내 90 개의 초등학교 중 

West 지역의 초등 학교에는 유학생의 경우 항상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고 입학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역시 West 지역의 학교에도 중국계 학생들이 무척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동양인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띤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학구열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의 중국 사람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며 

백인 상류층들의 교육열도 무척 높다.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 초기 유학 생활을 보낸 후 밴쿠버 웨스트 지역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단 이 지역은 중국계 학생들이 대단히 많고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몰리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거주비가 퍽 비싸고 생활비 지출이 많은 곳이다. 

 

*** 본 안내서의 학교 랭킹은 캐나다의 학교 평가 기관인 Fraser Institute 의 자료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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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사립 공립 전체 1 등 학교 총 20 교 

2017-

18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955 1/805 — Cedardale  West Vancouver 10.0 10.0 

1/955 1/805 
 

Corpus Christi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Crofton House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Diamond Surrey 10.0 10.0 

1/955 1/805 — Holy Cross Burnaby 10.0 10.0 

1/955 1/805 — Our Lady Of Mercy Burnaby 10.0 10.0 

1/955 1/805 — St George's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Vancouver College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West Point Grey Vancouver 10.0 10.0 

1/955 1/805 
 

York House Vancouver 10.0 10.0 

1/955 12/805 
 

Meadowridge Maple Ridge 10.0 9.9 

1/955 12/805 — Mulgrave West Vancouver 10.0 9.9 

1/955 15/805 — Our Lady Of Sorrows Vancouver 10.0 9.8 

1/955 15/805 — St Paul's Richmond 10.0 9.8 

1/955 15/805 — West Bay West Vancouver 10.0 9.8 

1/955 18/805 — St Michaels  Burnaby 10.0 9.7 

1/955 20/805 
 

Caulfeild West Vancouver 10.0 9.6 

1/955 22/805 
 

Westcot West Vancouver 10.0 9.5 

1/955 n/a n/a Sunrise Waldorf Duncan 10.0 n/a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Ecole_Cedardale/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orpus_Christi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rofton_Hous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Diamond_Elementary_School/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Holy_Cross_Elementary_School/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Our_Lady_of_Mercy/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George'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Vancouver_Colleg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_Point_Grey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York_House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Meadowridge_School/Maple_Ridg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Mulgrave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Our_Lady_of_Sorrows/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Paul_School/Richmo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_Bay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Michaels/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aulfeild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cot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unrise_Waldorf_School/Duncan/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schooltype=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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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공립 상위 20 교 

2017-18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955 1/805 — Cedardale  West Vancouver 10.0 10.0 

1/955 15/805 — West Bay West Vancouver 10.0 9.8 

1/955 20/805 
 

Caulfeild West Vancouver 10.0 9.6 

1/955 22/805 
 

Westcot West Vancouver 10.0 9.5 

22/955 22/805 — Irwin Park West Vancouver 9.8 9.5 

24/955 39/805 
 

Pauline Johnson West Vancouver 9.7 9.0 

38/955 47/805 — Gleneagles  West Vancouver 9.4 8.9 

43/955 30/805 — Ridgeview  West Vancouver 9.2 9.3 

43/955 69/805 
 

Hollyburn West Vancouver 9.2 8.5 

43/955 69/805 — J S Clark Fort Nelson 9.2 8.5 

43/955 n/a n/a Hudson's Hope Hudson's Hope 9.2 n/a 

53/955 47/805 — Chartwell West Vancouver 9.1 8.9 

59/955 116/805 
 

Upper Lynn North Vancouver 8.9 7.7 

66/955 106/805 
 

Tyee Vancouver 8.8 7.8 

73/955 n/a n/a Arrow Heights Revelstoke 8.7 n/a 

81/955 116/805 — Carisbrooke North Vancouver 8.5 7.7 

81/955 232/805 — R C MacDonald Coquitlam 8.5 6.8 

88/955 n/a n/a Mt Lehman Abbotsford 8.4 n/a 

92/955 92/805 — G W Carlson Fort Nelson 8.3 8.0 

95/955 92/805 — Bowen Island Bowen Island 8.2 8.0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Ecole_Cedardale/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_Bay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aulfeild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cot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Irwin_Park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Ecole_Pauline_Johnson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Gleneagles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Ridgeview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Hollyburn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J_S_Clark_Elementary/Fort_Nelson/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Hudson's_Hope_School/Hudson's_Hop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hartwell_Elementary/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Upper_Lynn_Elementary/North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Tyee_Elementar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Arrow_Heights_Elementary/Revelstok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arisbrooke_Elementary/North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R_C_Macdonald_Elementary/Coquitlam/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Mt_Lehman_Elementary/Abbotsfor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G_W_Carlson_Elementary/Fort_Nelson/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Bowen_Island_Community_School/Bowen_Isla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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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사립 1 위 학교 총 15 교 

2014-

15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955 1/805 
 

Corpus Christi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Crofton House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Diamond Surrey 10.0 10.0 

1/955 1/805 — Holy Cross Burnaby 10.0 10.0 

1/955 1/805 — Our Lady Of Mercy Burnaby 10.0 10.0 

1/955 1/805 — St George's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Vancouver College  Vancouver 10.0 10.0 

1/955 1/805 — West Point Grey Vancouver 10.0 10.0 

1/955 1/805 
 

York House Vancouver 10.0 10.0 

1/955 12/805 
 

Meadowridge Maple Ridge 10.0 9.9 

1/955 12/805 — Mulgrave West Vancouver 10.0 9.9 

1/955 15/805 — Our Lady Of Sorrows Vancouver 10.0 9.8 

1/955 15/805 — St Paul's Richmond 10.0 9.8 

1/955 18/805 — St Michaels  Burnaby 10.0 9.7 

1/955 n/a n/a Sunrise Waldorf Duncan 10.0 n/a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orpus_Christi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Crofton_Hous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Diamond_Elementary_School/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Holy_Cross_Elementary_School/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Our_Lady_of_Mercy/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George'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Vancouver_Colleg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West_Point_Grey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York_House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Meadowridge_School/Maple_Ridg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Mulgrave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Our_Lady_of_Sorrows/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Paul_School/Richmo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t_Michaels/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unrise_Waldorf_School/Duncan/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element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schooltype=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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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사립, 공립 전체 상위 20 교 

2017-

18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251 1/240 — Little Flower Vancouver 10.0 10.0 

1/251 8/240 — Brentwood College  Mill Bay 10.0 9.3 

3/251 1/240 — York House Vancouver 9.9 10.0 

3/251 3/240 — Crofton House Vancouver 9.9 9.9 

3/251 4/240 — West Point Grey Vancouver 9.9 9.8 

3/251 9/240 
 

Mulgrave West Vancouver 9.9 9.2 

7/251 17/240 — Pacific Academy Surrey 9.7 8.5 

8/251 9/240 — St John's Vancouver 9.6 9.2 

9/251 4/240 — St George's Vancouver 9.4 9.8 

9/251 12/240 — Glenlyon Norfolk Victoria 9.4 9.1 

11/251 6/240 — Southridge Surrey 9.3 9.7 

11/251 9/240 — Richmond Christian Richmond 9.3 9.2 

13/251 7/240 — Collingwood West Vancouver 9.0 9.6 

14/251 33/240 — Langley Fundamental  Langley 8.8 7.5 

15/251 15/240 — King David Vancouver 8.7 8.6 

15/251 15/240 — Vancouver College  Vancouver 8.7 8.6 

17/251 113/240 
 

Agassiz Agassiz 8.6 6.2 

18/251 17/240 — St Thomas More Burnaby 8.5 8.5 

18/251 20/240 — Stratford Hall Vancouver 8.5 8.4 

18/251 26/240 — Dr. Charles Best Coquitlam 8.5 7.7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ittle_Flower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Brentwood_College/Mill_Ba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York_House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rofton_Hous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West_Point_Grey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Mulgrave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Pacific_Academy/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John'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George'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Glenlyon_Norfolk_School/Victoria/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outhridge_School/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Richmond_Christian_School/Richmo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ollingwood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angley_Fundamental_Middle%2fSecondary_Sch/Langl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King_David_High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Vancouver_Colleg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Agassiz_Elem-Secondary/Agassiz/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Thomas_More_Collegiate/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ratford_Hal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Dr._Charles_Best_Secondary_School/Coquitlam/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schooltype=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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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공립 상위 20 교 

2017-

18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4/251 33/240 — Langley Fundamental  Langley 8.8 7.5 

17/251 113/240 
 

Agassiz Agassiz 8.6 6.2 

18/251 26/240 — Dr. Charles Best Coquitlam 8.5 7.7 

24/251 30/240 — Revelstoke Revelstoke 8.0 7.6 

24/251 80/240 
 

GW Graham Chilliwack 8.0 6.6 

26/251 23/240 — Okanagan Mission Kelowna 7.9 8.1 

30/251 26/240 — Semiahmoo Surrey 7.8 7.7 

30/251 88/240 
 

Fernie Fernie 7.8 6.5 

32/251 48/240 
 

Grand Forks Grand Forks 7.7 7.1 

32/251 56/240 — Walnut Grove Langley 7.7 7.0 

32/251 69/240 
 

Lord Tweedsmuir Surrey 7.7 6.8 

36/251 44/240 — Summerland Summerland 7.6 7.2 

36/251 48/240 — Langley Fine Arts Fort Langley 7.6 7.1 

36/251 48/240 — Seycove North Vancouver 7.6 7.1 

36/251 69/240 — Whistler Whistler 7.6 6.8 

36/251 80/240 
 

Carihi Campbell River 7.6 6.6 

36/251 88/240 
 

David Thompson Invermere 7.6 6.5 

36/251 154/240 — Hope Hope 7.6 5.6 

44/251 80/240 
 

Sardis Chilliwack 7.5 6.6 

46/251 195/240 — Mount Sentinel South Slocan 7.4 4.8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angley_Fundamental_Middle%2fSecondary_Sch/Langl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Agassiz_Elem-Secondary/Agassiz/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Dr._Charles_Best_Secondary_School/Coquitlam/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Revelstoke_Secondary_School/Revelstok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GW_Graham_Middle_Secondary/Chilliwack/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Okanagan_Mission_Secondary/Kelowna/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emiahmoo_Secondary/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Fernie_Secondary_School/Ferni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Grand_Forks_Secondary_School/Grand_Forks/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Walnut_Grove_Secondary/Langl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ord_Tweedsmuir_Secondary/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ummerland_Secondary/Summerla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angley_Fine_Arts_School/Fort_Langl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eycove_Secondary_Community/North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Whistler_Secondary/Whistl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arihi_Secondary/Campbell_Ri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David_Thompson_Secondary/Invermer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Hope_Secondary/Hop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ardis_Secondary/Chilliwack/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Mount_Sentinel_Secondary/South_Slocan/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schooltype=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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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최신 랭킹 (2017-18 년도) 사립 상위 20 교 

2017-

18 년도 랭킹 

(총 944 교 중) 

최근 5 년 

랭킹 
상승 추세 학교 도시 

총점 (10 점 

만점 중) 

최근 5 년 

총점 평균 

1/251 1/240 — Little Flower Vancouver 10.0 10.0 

1/251 8/240 — Brentwood College  Mill Bay 10.0 9.3 

3/251 1/240 — York House Vancouver 9.9 10.0 

3/251 3/240 — Crofton House Vancouver 9.9 9.9 

3/251 4/240 — West Point Grey Vancouver 9.9 9.8 

3/251 9/240 
 

Mulgrave West Vancouver 9.9 9.2 

7/251 17/240 — Pacific Academy Surrey 9.7 8.5 

8/251 9/240 — St John's Vancouver 9.6 9.2 

9/251 4/240 — St George's Vancouver 9.4 9.8 

9/251 12/240 — Glenlyon Norfolk Victoria 9.4 9.1 

11/251 6/240 — Southridge Surrey 9.3 9.7 

11/251 9/240 — Richmond Christian Richmond 9.3 9.2 

13/251 7/240 — Collingwood West Vancouver 9.0 9.6 

15/251 15/240 — King David Vancouver 8.7 8.6 

15/251 15/240 — Vancouver College  Vancouver 8.7 8.6 

18/251 17/240 — St Thomas More Burnaby 8.5 8.5 

18/251 20/240 — Stratford Hall Vancouver 8.5 8.4 

21/251 17/240 — Meadowridge Maple Ridge 8.3 8.5 

22/251 25/240 — Carver Christian Burnaby 8.2 7.8 

23/251 13/240 — Shawnigan Lake Shawnigan Lake 8.1 8.9 

*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보기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Little_Flower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Brentwood_College/Mill_Ba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York_House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rofton_Hous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West_Point_Grey_Academy/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Mulgrave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Pacific_Academy/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John'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George's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Glenlyon_Norfolk_School/Victoria/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outhridge_School/Surre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Richmond_Christian_School/Richmond/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ollingwood_School/West_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King_David_High_Schoo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Vancouver_College/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_Thomas_More_Collegiate/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tratford_Hall/Vancouver/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Meadowridge_School/Maple_Ridg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Carver_Christian_High_School/Burnaby/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hawnigan_Lake/Shawnigan_Lake/Report_Card.aspx
http://britishcolumbia.compareschoolrankings.org/secondary/SchoolsByRankLocationName.aspx?schooltype=second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