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Program 

국제 프로그램  

 

CORNERSTONE 
C H R I S T I A N  S C H O O L  

 

Winter Program Fee Outline 

 
Registration (non-refundable) ………….. $250 

 

Tuition (4 weeks) ………………………….. $1500 

Tuition (8 weeks) ………………………….. $2400 

* $100 commission on short-term 

 

Medical Insurance (mandatory)  

Agents Responsibility 

 

Home-stay Placement  ……………………. $200 

 

Home-stay/Accommodations ………… $1700 

Meals & transportation 

 

Airport Transportations 

Agents Responsibility 

 

School Supplies ……………………………... $300 

Includes: uniform, PE uniform & Bible 

 

Total Cost: ……………. $3950 - $4850 

 
** First deposit of Registration plus Tuition must 

be paid when registering student to confirm 

placement. Home-stay and remaining fees are 

due first day of arrival at the school. ** 

       겨울 프로그램 비용 개요 

등록 (환불 불가) ……………………………………… $ 250 

 

수업료 (4 주) ................................................. $ 1500 

수업료 (8 주) ................................................. $ 2400 

* 단기적으로 $ 100 커미션 

 

의료 보험 (필수) 

에이전트 책임 

 

홈스테이 배정 ................................................ $ 200 

 

홈스테이 / 숙박 시설 ................................... $ 1700 

식사 및 교통 

 

공항 교통편 

에이전트 책임 

 

학교 용품 ........................................................ $ 300  

달러 포함 : 유니폼, 체육복 및 성경 

 

총 비용 : .............................................. $3950 - $4850 

 

* 배치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 할 때 등록금과 수업

료의 첫 입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홈스테이 및 남은 수

업료는 학교 도착 첫날에 만기가됩니다 

 Gladwin Road, P.O. Box 520, Abbotsford, BC V2T 6Z7 

Phone 604-859-7867 • Fax 604-859-7860 

admin@cornerstoneschool.ca • www.cornerstoneschool.ca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Sheri Guse:   

자세한 내용은 Sheri Guse에게 문의하십시오.  
 

international@cornerstoneschool.ca 



Why Cornerstone? 

Cornerstone Christian School is a 

Kindergarten to Grade 9 Independent School 

in the heart of the Fraser Valley in Abbotsford, 

BC. Since 1978, Cornerstone has been working 

with Christian families in the community to 

offer quality Christ-centered education. Our 

small class sizes and safe, caring environment 

are just a few of the reasons why families 

choose our school. 

In 1997, ESL studies were introduced into our 

program. Since then, international students 

have joined our student body and become a 

part of the school community. Presently, we 

have children studying from Argentina, 

Paraguay, Turkey & Korea. We are so excited 

to see many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in our school. 

 

For 8 weeks in the months of January and 

February, Cornerstone offers a Winter Pro-

gram that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acquire some foundational skills in the Eng-

lish language as well as receive an immer-

sion experience into Canadian culture. 

Children will experience full emersion into a 

Canadian classroom. 

Some special events and field trips are 

planned so that students will gain a variety 

of Canadian experiences. 

Our Winter Program 
 

 왜 초석인가? 

Cornerstone Christian School은 Abbotsford의 

Fraser Valley 중심부에 위치한 유치원부터 9 

학년까지의 독립 학교입니다. 1978 년부터 

Cornerstone은 양질의 그리스도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 가정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학급 규

모와 안전하고 돌보는 환경은 가족이 우리 학

교를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 일뿐입니다. 

1997 년 ESL 연구가 우리 프로그램에 소개되

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학생은 학생회에 합류

하여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되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터키, 한국에서 공부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전 세계의 많

은 아이들을 볼 수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겨울 프로그램  

1 월과 2 월의 달 8 주 동안 코너는 국제 학

생들이 영어에 일부 기초 기술을 습득뿐

만 아니라 캐나다 문화에 몰입 경험을받

을 수있는 겨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캐나다 교실에서 열정을 느낍

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캐나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특별 이벤트 및 견학이 계획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