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현지학생들과함께

캐나다밴쿠버
스포츠+토플파워영어캠프

환상적인 서부 캐나다 및 록키산맥 여행 - 1주

북미 대학진학 대비 소수정예 토플 영어캠프 – 2주

현지인들과 같이하는 올림픽 스포츠 캠프 – 1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가족캠프 1달 살기 옵션

2020년 8월 3일출국 ~ 8월 30일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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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PDI 소수정예밀착수업파워캠프가다른캠프와다른 7가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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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단기간에

영어실력을최고로

끌어올리며북미

대학입학준비도

하는캠프

6. 소수정예제로

선생님과마주보며

수업하는캠프

5. 전담 PT교사가

끝까지영어실력을

책임지는캠프

4. 홈스테이를통해

문화를배우며

실전영어를 24시간

접할수있는캠프

3. 매일매일다른

액티비티가있는

재미있는캠프

2. 환상적인

록키여행을할수

있는캠프

1. 현지인친구들과

같이살아있는

영어를배울수

있는캠프



타사 영어 캠프 (대학캠프 또는 사설캠프) 스쿨링 캠프 PDI 소수정예 엘리트 캠프

특징
한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들만 모여서 시설만 대학교

시설 빌려서 하는 사설 영어캠프

공립학교 주관의 영어캠프, 시설만 공립학교일뿐

대부분의 수업은 외국인들 학생로만 구성된 ESL 

수업 진행 (여름 방학 기간은 100% 외국인)

현지 학생들과 같이 캠프생활 하면서 배우는

살아있는실전 영어와 1:1, 1:6의 밀착수업 + 다양한

액티비티 및 록키여행

각 클래스 정원 최대 20-25명 최대 20 명 최대 6명 + 1:1 수업

스피킹 수업
스피킹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되는 같은 반 학생들과

손짓발짓 잡담
스피킹 실력 향상 수업 없음

PT (퍼스널 트레이너) 방식의 책임제 방식으로

선생님과 반복적인 스피킹 훈련.  문법 및 발음 강화

수업 방식
듣기만 하는 강의 형식의 혼자서 쓰고, 혼자서 읽고,

혼자서 공부하는 의미없고 비효율적인 수업

외국인 학생들만 모아 놓은 레벨 없는 비효율적

강의식 수업, 예체능 일부분만 현지반 참여 (학기 내)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앉아 원리 설명 및 첨삭을

받는 쌍방향 인터액티브 맞춤 수업

커리큘럼 일반적인 ESL 교재 일반적인 ESL 교재

공립학교 커리큘럼 및 스피킹 라이팅 강화 커리큘럼

북미 대학진학 대비 토플 및 아이엘츠 커리큘럼

미취학 및 저학년 학생을 위한 ECE 전문가에 의한

유아 영어 교육

숙식

한 집에 10명 이상의 기숙사 형식

한식 위주

홈스테이

현지 식단

현지 생활 및 문화 체험 가능한 홈스테이

현지 가정식에 밥, 김치 등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

여행 시는 한식 및 양식 식당 이용

현지인 교류 한국인 또는 외국인만 모인 캠프로 기회 적음

한국, 외국인만 모인 캠프로 기회 적음 (방학기간)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ESL 반 중심으로 현지인 반

참여 기회 적음 (학기내)

또래 현지인들과 같이 하는

올림픽 스포츠 캠프

매일 현지인 도움이들과 같이 하는 액티비티

24시간 캐나다인 가정 홈스테이 생활

여행 옵션 옵션
밴쿠버 – 록키 서부 캐나다 횡단 1주 여행

호텔 숙박

스포츠 캠프 없음 없음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경기장에서 현지인들과

1주일동안 스포츠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면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관리 체계 20명당 1인 관리 체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스쿨링 캠프는 특별한

관리체계가 없고 홈스테이에만 의존 함

홈스테이 1 가정당 1명의 전담 케어

24시간 관리 체계

PDI – 홈스테이 -학부모 긴급 연락망

협력 병원 3분이내에 위치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스쿨링보다우수한 PDI 소수정예엘리트영어캠프! 비교하고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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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많은것을보고느끼는캠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캠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체험위주 감성 캠프… PDI 영어캠프는 다릅니다

1. 감각적이며즉흥적으로영어를사용하도록하는 PT - 퍼스널트레이너책임제 1:1 및 1:6 소수정예 인터액티브밀착수업과

2. 현지인친구들과스포츠를통해다양한교류와재미있는액티비티를경험함은물론

3. 평생잊지못할록키여행은참가자에게더큰세상과무궁한가능성을보여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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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감각과느낌으로영어하기
베테랑선생님의 PT식코칭으로느낌과습관으로영어를하도록합니다.

재미있게배우며영어를다른차원으로발전시키는 소수정예밀착교육 – 2주

20명이상이지루하게강의를듣는기존 ESL 수업이아닌, 마주보고앉아서질문하고답변받는쌍방향인터액티브수업

원어민캐나다인선생님에게 1:6 또는 1:1로훈련받는 Personal Training 방식책임밀착교육

스피킹, 라이팅, 리딩, 회화, 발음등의실용영어수업및 Debating, Book Reporting & Presentation 등의교양수업

고학년학생에게는캐나다및미국대학진학을대비하는토플및아이엘츠심화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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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북미대학진학준비하기
2년제대학만나와도영주권! 너무나도많은혜택이주어지는캐나다대학유학

한국의 입시지옥 취업대란 탈출! 어릴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북미 대학바로 입학

국토에비해인구가적은캐나다는선진국중유일하게이민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는나라입니다. 

그일환으로미국과는다르게대학유학생들에게졸업후영주권을속성취득할수있는길을열어주고있습니다.

오직 PDI에서만캠프참가자들에게아이엘츠및토플기반의수업을실시하여캐나다또는미국대학진학을열어줍니다!

특히한국에서는수강하기어려운스피킹라이팅항목의심화교육을실시하여대학입학을위한점수를취득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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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캠프
참가하면 캐나다
대학입학 보장!

대학입학전영어
점수받을때까지

무료교육!



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캐나다친구들과추억만들기
현지인을위한올림픽스포츠캠프에참여해서실전영어에도전합니다.

김연아 선수 금메달의 감동!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주무대 Richmond Oval에서 또래 캐나다인 친구들과 교류 – 1주

밴쿠버올림픽의주무대였던리치몬드올림픽경기장에서최신식시설과장비를이용하여체계적인방법과

숙련된코치진들에의해다양한스포츠를체험해보며축구, 농구, 배구, 스케이팅의기본원리부터배워볼수있습니다. 

현지인들을위한캠프에참가하기때문에또래친구들과스포츠를통해살아있는영어를배울수있습니다.

(중학생이상은영어수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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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아름다운대자연에빠져들기
세계적인절경록키를향해서부캐나다를여행하면서아름다움을만끽합니다 .

밴쿠버에서 부터록키 산맥까지 캐나다 서부 관통 여행 – 1주

최고급관광버스로편안하고안전한여행을 4박 5일동안즐깁니다.

관광호텔에서숙박을하며캐나다서부및세계적인리조트도시밴프를중심으로록키산맥전역을두루돌아봅니다

맛있는한식은물론지역특색이있는양식을포함한다양한메뉴의식사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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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재미있게놀면서배우기
재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가고 싶어하는 영어캠프입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액티비티와 주말 1일 관광

밀착교육 시 매일 야외활동 (주변 명소 관광, 맛집 탐방, 도서관 및 미술관 방문, 현지인 교류 등)

토요일 액티비티 (스탠리파크, UBC SFU 캐나다 서부 명문대 탐방, 수영, 스포츠 등)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은 캐나다인 현지인 도우미들이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액티비티에 같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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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많은사람들을만나보기
현지인들과많은시간을보내면서외국인에대한두려움을없앱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며 실전 영어를 배우며 평생 친구를 만드는 기회

캐나다현지인친구들과같이생활하면서교류하는올림픽스포츠캠프

한국문화와언어에관심이많은캐나다현지인도우미들과같이실전영어를사용하는데일리액티비티

캐나다인가정에서현지생활을체험하고문화를배우는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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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체험하며배우는영어캠프

캐나다가족의일원이되어보기
홈스테이생활을통해새로운문화의체험하고책임감및소속감을배웁니다.

친척집 같은 편안한 홈스테이 및 철저한 안전관리

캐나다인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 체험 (2인 1실, 1일 3식의 건강한 식사 및 간식 제공) 

전담관리사의관리하에학생의안전과편의를최우선적으로생각하는 24시간안전모니터링서비스를제공

공항 픽업 및 환송, 모든 현지 교통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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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WED THU FRI SAT

Schedule

8/3
인천공항출발

밴쿠버도착

록키여행
▶밴쿠버지역관광▶ Queen 

Elizabeth Park 식물원 ▶

Downtown Vancouver  

▶Chinatown ▶ Metrotown

4

록키여행
▶검은곰들의놀이터호프▶

캐나다서부록키의지맥인

코키할라고개▶컨츄리

뮤직의중심지메릿과두개의

톰슨강이합류하는캠룹스 ▶

캐나다태평양철도회사의

본거지레벨스톡

5

록키여행
▶ 세계 3대국립공원인밴프

국립공원▶ 아기자기한매력! 

밴프시티▶숨막힐듯한

아름다움레이크루이즈

▶ 럭셔리함과자연의경치가

더해진페어몬트계열의샤또

레이크루이즈호텔▶ 록키

산맥심장부카나나스키스계곡

6

록키여행
▶밴프스프링스호텔▶보우

폭포, 보우강▶서프라이즈

코너▶요호국립공원▶

에메랄드호수▶자연의다리

7

록키여행
▶조식후호텔출발▶ BC주

남동부내륙도시인새먼암, 

캠룹스, 메릿을지나호프, 

칠리왁을경유해서밴쿠버

도착

홈스테이입소

8 

주말 Activity
린캐년 PARK

서스펜션브릿지

Lonsdale Quay

9

홈스테이가족과 Activity

10 

English Camp
Orientation

Level Testing

Essay Writing.

Debating, Interactive Studies

Daily Activity

Public Library

11 

English Camp
Reading, Listening,

Book Reading Interview Skills, 

Pronunciation, Guided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Canada Place

12 

English Camp
Grammar & Vocabulary,

Book Reading Conversation,

Korean Math

Daily Activity

Granville Island

13

English Camp
Speaking, Writing, Book Reading 

Book Report Presentation,

Interactive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Gastown

14

English Camp
Reading, Listening,

Book Reading Interview Skills, 

Pronunciation, 

Guided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Skytrain, Metropolis

15 

주말 Activity
대학탐방

UBC대학

SFU대학

16

홈스테이가족과 Activity

17

English Camp
Speaking, Writing, Book Reading 

Essay Writing. Debating,

Interactive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Chinatown

18

English Camp
Reading, Listening,

Book Reading Interview Skills, 

Pronunciation, Guided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Stanley Park

19

English Camp
Grammar & Vocabulary,

Book Reading Conversation,

Korean Math

Daily Activity

Vancouver Aquatic Centre

20

English Camp
Speaking, Writing, Book Reading 

Book Report Presentation,

Interactive Studi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Queen Elizabeth Park

Botanical Garden

21

English Camp
Presentation and 

Graduation

Daily Activity

Burnaby Village

22 

주말 Activity
아웃렛몰

쇼핑

23

홈스테이가족과 Activity

24

Sports Camp
Camp Introduction

Soccer Dribbling Skills

Soccer Scrimmage

Handball & Endball

LUNCH BREAK

Freeze Tag

Floorball

Basketball shooting, passing skils

Basketball Game

25

Sports Camp
Ice Skating

Tree Rock Bridge, Lava

Intro to tennis

LUNCH BREAK

Rock Climbing

Tortoise Tag, Electric Fence

Table Tennis

European Handball

Gaga Ball

26

Sports Camp
Skadoosh

Battleship

Rock Climbing

LUNCH BREAK

Badminton Skills

Badminton Relay

Intro to Volleyball

Ultimate Frisbee

27

Sports Camp
Four Corners Speed Rock Paper 

Scissors

Octopus

Camper’s Choice

LUNCH BREAK

Volcanoes and Valleys

Basketball

Ice Skating

Gaga Ball

28

Sports Camp
Oval Gauntlet

Dodgeball Games

Obstacle Courses

LUNCH BREAK

Visit the Rox Museum

Camper’s Choice

29

밴쿠버출발

인천공항도착 (8/30, 일)

*** 일정은사전통보 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 세부내용은사전통보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평생잊지못할환상적인록키여행상세일정 – 1주차

록
키

여
행

1
일

•밴쿠버 (Vancouver)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남서부에

있는밴쿠버는캐나다에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잇는세번째로큰도시이자 온난한기후와

수려한경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퀸엘리자베스 식물원 공원

캐나다최초시립식물원으로 북부밴쿠버

산악지역과 밴쿠버시내를 조망할수있는

곳이다.

•캐나다최대의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뉴욕다음으로북미에서 세번째, 

캐나다에서는 가장큰규모이고붉은색의

화려한문양으로 장식된중화문은차이나타운의

상징입니다.

•밴쿠버의 민속촌게스타운

증기시계로세계적으로 유명한게스타운은

고전적인 분위기로가장인기가높은관광

명소입니다.

■ 2010년 동계올림픽의 캐나다 플레이스

범선모양의웅장한건물로 1986년 엑스포를

계기로만들어진 이래밴쿠버를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았습니다.

• 석식및호텔투숙

록
키

여
행

2
일

• UNESCO 지정세계문화 유산중하나이며, 길이

약 1,500km, 너비약 80km인 록키산맥을 향해

출발

■전형적인 캐나다의 농촌풍경을 감상하며

대표적인 농업지역인칠리왁을 경유

■희망의 도시이자 Gold Rush의거점도시였던

호프에서 중식

■ BC 주남동중심을가로지르는 코키할라

하이웨이를 따라준사막지역이며 컨츄리

음악의향기를느낄수있는메릿경유

■목재의 도시이자내륙교통의 중심지인 캠룹스

경유

• BC 남부내륙의 Shuswap Lake가감싸고있는

호반의도시새먼암, 시카무스경유

■캐나다 대륙횡단철도의 주요완성지 라스트

스파이크 관광

■주요정차도시인레벨스톡 도착

•석식및호텔투숙

록
키

여
행

3
일

•조식후호텔출발

■태고의 신비를느껴보는아름다운 절경의

캐나다록키관광

■ 1885년 캐나다 최초의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밴프국립공원관광

■유네스코 지정세계 10대절경중하나인

레이크루이즈관광

■레이크 루이즈 - 해발 2,646m 빅토리아 산의

거대한빙하를함께느껴보는 투어!

• Icefield 설상차탑승

• 4번의빙하기를 거쳐형성된아싸바스카 빙하는

총길이 6km와 넓이 1km의 거대한얼음조각. 

해발 3,750m 콜롬비아대빙원에서 흘러내린

아싸바스카 빙하를직접체험할기회. 만년전의

무공해팔각수(Octagonal water)를 마실기회.

•세계 G8 정상회담장소이자 사계절종합

휴양지인 카나나스키스로 이동. 알버타주

최고의리조트로 록키산맥심장부의

카나나스키스 계곡에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 승마, 스키, 하이킹등의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수있는세계적인 관광명소입니다.

• G8 정상회담이열릴정도로 주변경치가

뛰어나며 그리즐리곰, 엘크, 무스등야생동물과

함께대자연의숨결을 느낄수있는순간을

만끽하세요!

•석식및호텔투숙

록
키

여
행

4
-5
일

•조식후호텔주변산책로를 따라록키의숨결을

느끼며출발

■세계 3대국립공원의 하나인 밴프

국립공원으로 이동

■스코틀랜드 밴프셔에서 이름을따온밴프에

도착

•캐스케이드 산의위엄을조망해보는밴프

시내관광

■ 100여 년전통의밴프스프링스 호텔구경

■보우강, 1954년도 마를린먼로가주연한영화

“돌아오지 않는강”의촬영지인 보우폭포관광

■해발 2,281m의 설퍼산 정상을탐험해보는

밴프곤돌라탑승

■요호국립공원으로 이동

■보석을 닮은아름다운에메랄드 호수관광

•수백년강물의 흐름이만든자연의다리관광

■에머랄드 호수관광후캐슬마운틴, 영국신부

런들경의이름을딴런들산, 엘크

사슴들의 휴식처 "버밀리온 호수"등의 비경을

감상하며 롸저스패스로이동

■철도의 중심레벨스톡으로 이동

•석식후호텔체크인

• 5일째 - 조식후호텔출발

■ BC주남동부내륙도시인 새먼암, 캠룹스, 

메릿을지나호프에서 중식

■칠리왁을 지나오후 4~5시경 밴쿠버다운타운

도착 (교통상황에따라도착시각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사전통보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PDI는타의추종을불허하는결과를내는영어교육을실시합니다.

소
수
정
예

쌍
방
향

인
터
액
티
브

수
업

마주앉아 공부하며 대화와 피드백이 있는

쌍방향 교육방식

PDI에서는한반최대 5명및 1:1 수업을병행

하는소수정예 수업방식을고집하고

있습니다.   타캠프의 ESL 처럼학생들이

무료하게앉아서선생님의강의를듣는

비효율적인수업은짧은시간에실력향상에

도움을주지못합니다.   선생님과마주

보면서듣는 PDI의수업은반복적인스피킹

및발음훈련, 상황에따른롤플레이등

쌍방향의대화및피드백이가능한

인터액티브수업으로언어습득력을극대화

합니다.  자신의생각을자유자재로말하게

하게함은물론글로도논리정연하게표현할

수있도록라이팅및문법수업은 Summary, 

Essay, Letter Writing등영어논술의핵심을

가르치며반복적인첨삭을통해문법적인

오류를잡아줍니다

P
T 
책
임
제

밀
착

교
육

담당선생님이 학생의실력 향상을 책임지는

교육제도

운동할때의퍼스널트레이너처럼 PDI는

베테랑원어민강사들이자기가담당하고

있는학생이자기의실력을극대화할수

있도록학생한명한명을끝까지책임지고

교육시키도록하는책임제교육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PDI는레벨이라는

개념이없이학생개개인의수준에맞춘

“맞춤형” 교육을실시하여각학생의최대

실력을이끌어냅니다.  학생의기본실력을

파악하고 최대한의목표를이뤄낼수

있도록수업을구성하고진도를모니터링

하며지속적은평가와피드백으로 실력을

높힙니다.

실
전

영
어
의

생
활
화

2
4
시
간

실전영어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배움의

시간

PDI의교육은교실에서만이뤄지지

않습니다.   PDI의영어캠프는 24시간보고

듣고느끼고말하도록교실에서배운실력을

실전에서사용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짧은

캠프기간에최대의실력향상을

이끌어냅니다.   현지인도우미들과같이

하는재미있고 흥미로운데일리액티비티, 

24시간현지인친구들과공동생활하면서

다양한야외액티비를즐기는 YMCA캠프, 

캐나다인가정에서생활하면서실전영어를

사용하는홈스테이생활 등을통해

현지인들과최대한많은시간을보내도록

하면서영어를자연스럽게흡수하도록

합니다.

PDI는짧은시간에최대한으로영어실력을수직상승시키는유일한교육시스템을제공합니다!

소수정예쌍방향인터액티브수업 + PT 책임제밀착교육 + 실전영어생활화 24시간

1999년설립된 PDI는오로지소수정예밀착수업만고집하고있습니다.  이유는 20-30명이같이수업하는다른사설캠프나공립학교에서외국인학생전용반을만들어

진행하는소위 “스쿨링”의형식적인강의식 ESL 수업은절대로참가자들의실력을짧은캠프기간에끌어올리지못하기떄문입니다.



*** 세부내용은사전통보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

구 분 내 용 비 고

8:00 ~ 10:00 기상, 아침식사및등교 정규수업 A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and Grammar

정규수업 B

Pronunciation, Conversation

Essay Writing, Creative Writing

특별심화및소양교육

Debating, Presentation Skills, Interview 

Skills, 

Daily Activities

Book Reading at the Vancouver Central 

Library

Daily City Tour (Canada Place, Chinatown, 

Gastown, English Bay, Stanley Park, Pacific 

Centre 등) 

기타수업

도우미선생님들과인터액티브현장

영어실습, Arts & Craft, 전문과외

선생님에의한한국수학및교과

수업시간

10:00 ~ 11:30 제 1교시 – 정규수업 A

11:30 ~ 13:00 제 2교시 – 정규수업 B

13:00 ~ 13:30 Lunch & Mid-day Activities

13:30 ~ 15:00
제3교시 – 특별심화교육및소양

교육

15:00 ~ 16:00
제4교시 –인터액티브 실습 Daily 

Activities 

16:00 ~ 17:00
제5교시 – 한국수학, Arts & Craft, 

Daily Activities

18:00 ~ 20:00 홈스테이귀가, 석식, 휴식

20:00 ~ 22:00 독서, 숙제및취침

교육장소: 밴쿠버다운타운 중심지

위치 PDI 자체교육시설

수업방식: 1:5 소수정예, 1:1 개인

수업

한국교과과외및 Arts & Craft

한국교과전문선생님들에의한한국수학과외수업을진행하며방학숙제를하는수업을가집니다.  또한 Arts & Craft 

시간에는캐나다선생님에게배우고직접만들어보는현지공예및미술시간.  Papier  Mache 지점토, 종이공예등여러가지

흥미롭고재미있는창작의시간을가집니다

인터액티브현장실습

캐나다현지인도우미선생님들과같이게임, 액티비티등을통한 Interactive 한실전영어실습을매일실시합니다.  또한

캐나다현지가정홈스테이를통하여현지가정문화를직접체험할수있으며, 다양한액티비티를통해교육과문화체험이

가능합니다.

특별심화교육및소양교육

타사의캠프에서는찾아볼수없는자사유일의 Debating (토론대회), 주제별회화(Conversation), Interview Skills (인터뷰스킬), 

Public Speaking (영어말하기대회준비), Presentation (영어발표연습), Essay Writing (영어논술), Creative Writing (창작

라이팅)의총 8개분야의스피킹, 라이팅심화교육을실시합니다..

정규수업

전문원어민강사에의한 PT (퍼스널 트레이너) 방식의책임교육체계로 1:6  그룹수업및 1:1 개인수업을병행합니다.

공립학교교재 , 실용영어강화자체개발교재및 TOEFL / IELTS 교재를기반으로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및

Grammar 등전영역을커버하는북미대학진학대비과정을마주보면서듣고질문하는인터액티브방식으로실시합니다.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ESL이아닙니다영어를다른차원으로발전시키는소수정예밀착교육 – 2-3주차

3년만 캠프
참가하면 캐나다
대학입학 보장!

대학입학전영어
점수받을때까지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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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현지인도우미선생님들과같이하는재이있는액티비티 – 2-3주차

Vancouver Public Library | 밴쿠버공립도서관

로마콜로시움을모티브로디자인된세계적으로유명한중앙도서관건물을자랑하는

밴쿠버공립도서관은캐나다에서두번째로큰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2,800,000 건

이상의물품의콜렉션과 22개의지점이있으며, 한해동안의대여물품수가 900만건에

가깝다. 

Granville Island | 그랜빌아일랜드

그랜빌아일랜드의퍼블릭마켓에는해산물식당, 레스토랑과갤러리가많아서예술적

욕구도만족시키고맛있는음식도먹어볼수있다. 예전에창고로사용되던곳이 1970년

재개발을통해가장인기있는여행지로탈바꿈했다. 간단하게먹을수있는싸고맛있는

음식도맛보고, 연어제품을사거나해안노천광장에서항구풍경을감상할수도있다.

Lonsdale Quay | 론스데일두부

밴쿠버의명물, 바다위를달리는대중교통수단, 시버스 (Seabus)를타고

도착하는론스데일퀘이는노스밴쿠버의대중교통의요충지이자관광명소

이기도하다. 또한노스밴쿠버지역의교통요충지이며버스터미널옆, 시내에접한

광장에선밴쿠버도심이한눈에보인다.

Lynn Valley, Suspension Bridge | 린벨리공원 1912년에개장된 250헥타르에이르는장대한

자연공원.  린벨리계곡을가로지르는장장 50m 길이의린벨리서스펜션브릿지를통해

웅대한자연경관을즐길수있다.  공원내린계곡생태학박물관 (Lynn Canyon Ecology 

Centre)에서캐나다생태학연구의산실을체험할수있다.

Canada Place | 캐나다플래이스밴쿠버를대표하는건축물로서흰돛모양의하얀지붕이

인상적이며 1986년엑스포(Expo)에서캐나다가설건축물로세워졌지만현재는

국제회의장으로쓰이고있다.  5층건물규모의대형스크린극장, CN아이맥스극장(CN 

IMAX Theater)이입주해있으며전용영화는일년내내상영되며, 상영시간은영화에따라

다르다. 앨라스카크루즈및미국서부크루즈선들의정박장이기도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BC주주립대

UBC는1908년설립되어캐나다내유명한연구중심의대학들중의하나일뿐만

아니라지속적으로세계상위대학랭킹 30위안에그이름을당당하게올리고있다. 

캐나다 UBC의상경계열, 자연과학, 교육계열분야의우수성은세계적으로인정되고

있어매년캐나다전역의 54,000명의학생과전세계 140 개국에서학생들이모이고있다.

Simon Fraser University | 사이먼프레이저대학

SFU는캐나다최고의학교로선정된명문대학으로수준높은교수진과활발한

연구활동으로유명하며특히엔지니어링과비즈니스가강한대학으로모던하며세련된

캠퍼스디자인으로도유명하다. 컴퓨터공학, 운동생리학, 범죄학, 신방학등은캐나다

내에서가장뛰어난프로그램중하나로정평이나있다.

Vancouver Aquatic Centre, UBC Aquatic Centre | 수영

밴쿠버시내에위치한대규모실내수영및다이빙센터나 UBC 대학내에위치해있는

최신실내수영장에서에서시원하게수영을즐깁니다.

Bicycling, Rollerblading or Hiking | 자전거, 롤러블레이드또는하이킹

밴쿠버시내산과바다로둘러싸여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공원으로알려진스탠리

공원을자전거또는롤러블레이드를타거나걸어서일주합니다.

Arts and Craft | 미술및공예시간

캐나다선생님에게배우고직접만들어보는현지공예및미술시간.  Papier  Mache 

지점토, 종이공예등여러가지흥미롭고재미있는창작의시간을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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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현지인도우미들과같이하는재미있는액티비티 – 2-3주차

Metropolis Metrotown | 메트로폴리스메트로타운

메트로폴리스는 BC주에서는제일크고캐나다에서는두번째로큰쇼핑센터다. 1986년에

문을열었고 Sears, The Bay 등백화점뿐만아니라크고작은 450개가넘는매장이있어서

한곳에서쇼핑을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곳이다.  또한 Skytrain 역과바로연결되어

있기때문에교통도편리한곳이다. 

Steveston Village, Richmond | 리치몬드스티브스턴어촌

BC주유일의어촌마을로 1881년에 BC주에연어캔공업이생긴이후로많은중국, 일본

이민자들이캐나다이민의꿈을키우던유서깊은마을이다.  현재캔공업은사라졌지만

아직도마을의사람들은수산물을팔면서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여러해산물

식당과카페등여러가지볼거리가많은인기관광지다.

Vancouver Chinatown | 밴쿠버차이나타운

북미지역에서샌프란시스코다음으로큰차이나타운으로노천시장, 중국약재및차잎

가게, 맛있는아시아요리로가득하다. 이곳에서 140년역사의중국인무역항을보면

브리티쉬콜롬비아에서그들이누렸던영광의세월을간접적으로나마체험할수있다. 

Gastown | 개스타운

둥근돌이깔려있는길양편에옷가게, 카페, 갤러리가밀집되어있는밴쿠버최대의

관광지이자번화가다. 이곳의증기시계(Steam Clock)는세계에서 2대밖에없는명물로서, 

관광객의발길이연중끊이질않는다. 증기시계는지하수증기를동력으로쓰며, 소리와

함께 15분간격으로내뿜는수증기가관광객들에게즐거움을안겨준다.

Queen Elizabeth Botanical Park | 퀸엘리자베스식물원공원

캐나다최초시립식물원으로북부밴쿠버산악지역과밴쿠버시내를조망할수있는

곳이다. 영국엘리자베스여왕의방문으로퀸엘리자베스공원이라고이름붙여졌다. 공원

내에는일본식정원과지면보다한층낮은선큰(Sunken Garden)가든이있고, 수백가지

화훼식물이자라고있으며, 산책로와폭포가중앙을가로지른다. 

Stanley Park | 스탠리공원

다운타운바로북서쪽에위치하는공원으로, 1888년당시의총독인스탠리경의이름을

따서꾸며졌다. 반도의끝에위치하며, 면적이 400만㎡나된다. 울창한숲과해안을따라

산책로와자전거길이나있고수족관, 미니어처철도, 토템폴공원이여기저기흩어져

있으며캐나다에서가장긴라이온스게이트다리 (Lions Gate Bridge)가있다. 

Downtown Vancouver, Robson St.  | 롭슨스트리트

시내번화가로곳곳에세계적인고급상점이들어서있다.  연결돼있는그랜빌

스트리트에는유명백화점들이위치해있어, 명품의류와캐나다유명브랜드를판매한다. 

또한랍슨스트리트와평행으로놓여있는조지아스트리트의퍼시픽센터는밴쿠버에서

가장큰규모를자랑하며, 200여개가넘는상점이입점해있어환영받는쇼핑코스다.

McArthur Glen Designer Outlet Vancouver Airport | 디자이너아웃렛

밴쿠버지역에생긴최신디자이너패션아웃렛으로리치몬드밴쿠버국제공항에인접해

있으며코치, 폴로, 토미, 게스, 나이키등한국인이좋아하는세계유명점포들이내점

해있다.  연중내내특별세일을하고있는것으로유명하다.

Vancouver Chinese Garden | 중산공원

유일하게지난 400년간중국이외의나라에지어진명왕조스타일의중국식정원. 이

정원의섬세하고전통적인설계에영향을준심층적인철학을탐구해볼수있다. 

일광욕을즐기고있는거북이를찾아볼수도있고, 형형색색의잉어가옥빛연못을

느릿느릿헤엄치는모습도구경해볼수있다. 

Burnaby Village Museum | 버나비민속촌

옛시대의복장을하고있는마을사람들이방문객들을맞이하며, 가정집, 회사, 상가

건물에서옛날모습을재연하고있다. 대장장이와이야기를나눌수있는대장간, 

인쇄소의모습, 농가의정원산책, 잡화점점원과의만남등유명한장소가많이있다. 

역사적인 1912년에지은 CW 파커회전목마도놓쳐서는안될신나는놀이기구. 



PDI 엘리트캠프학생들의후기

이모군, 중 3 -이번이 2번째의 PDI 캠프다. 방학때마다필리핀이나한국에서
하는캠프도많이가봤지만캐나다캠프는정말계속오고싶은캠프다.
이유는무엇보다도재미있기때문이다. 하루종일교실에앉아서공부만
하는게아니라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배우기때문이다. 한국에서처럼
지루하게앉아서듣고쓰기만하는게아니라선생님과재미있는얘기를하면
서저절로영어가느는게느껴졌다. 내가묻고싶은걸바로바로물어볼수
있고설명을들을수가있어서너무공부가쉽고재미있었다. 액티비티도매
일있고주말에는여러가지여행도하고체험도했다. 그리고도우미선생님
들과수다를떨면서맛집을찾아먹으러다니는것도너무재미있었다. 또오
고싶은데이제고등학생이되기때문에어려울것같다. 열심히공부해서좋
은대학교에들어간후어학연수로꼭다시오고싶다.

박모양, 초6 - 사실처음에는정말캠프에오기가싫었다. 왜냐하면방학때
한국에서편하게지내고싶었고캐나다에별로관심이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작년에다른캠프를가봤지만재미가없었다. 다른학생들하고도
친하게어울리지못했고자주싸우기도했다. 그리고선생님들도잘
챙겨주지않으셨다. 당연히공부할마음도생기지않았다. 그러나 PDI
캠프는달랐다. 선생님들이나도우미언니오빠들모두들정말착하고친절
하셨다. 그리고우리가다잘어울릴수있도록언제나배려해주셨다. 특히
원장선생님이재미있는얘기도많이해주시고우리들과정말친하게지내
주셨다. 캐나다에와서평생알고지낼수있는친구들과선생님들언니
오빠들을만나고가는것같아서너무좋다. 액티비티, 공부, 여행다정말
재미있었다. 꼭다시오고싶은캠프다.

박모군, 초6  -지금후기를쓰고있지만캠프가끝나고정말한국에오기가
싫었다. 아직까지밴쿠버에서지냈던일들이생생하게기억난다. 마이클
선생님하고여러많은이야기를하면서배가아플정도로웃었던일,
홈스테이의조나탄과플레이스테이션게임도하고농구도매일했던일,
여행가서맛있는해산물을배터지도록먹었던일, 정말평생좋은추억으로
남을것같다. PDI 캠프의좋은점은지루하고재미있지않은게하나도
없다는것이다. 영어공부도책으로만공부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
프로젝트나미션을하면서하기때문에너무재미있었다. 그리고
액티비티도매일다른액티비티나미션을하면서여러사람들을많이만나고
사귈수있어서좋았다. 외국인들과같이다니면서맛있는것도먹고농구,
축구같은스포츠도같이할수있었던건정말좋은추억이었다.

최모군, 중2 -처음에는영어를어렵게만생각하고너무힘들게영어를
했는데 PDI에서공부하면서나도모르게내가하고싶은말을저절로하게
되었을때는너무신기했다. 그리고내가알고싶은것에대해서내마음대로
도서관을다니면서조사해서리포트를쓰면서영어공부를할수있었던것도
정말재미있었다. 나는인공지능에대해서프레젠테이션을했는데컴퓨터에
대해더많이알고싶어졌고대학에서도계속공부할생각이다. 캠프에와서
내가몰랐던것을보고배우고친구들도많이사귀고여러가지재미있는
경험을해서너무좋았다. 특히미국여행을하면서친구들하고선생님들과
친해져서 4주밖에안있었지만정말오랫동안알았던사람들처럼느껴졌다.
홈스테이가족들과처음으로해본미니골프도정말재미있었고아줌마가
해주신라자냐가정말맛있었다. 또먹고싶다. 내년에또오겠다고했는데
약속을지킬수있었으면좋겠다.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PDI 소수정예엘리트감성영어캠프! 비교하고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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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가진행되는곳은어떤곳인가요?

밴쿠버는매년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도시중하나로

뽑히는매우매력적이며안전한도시입니다. 도서관, 공원, 

편의시설등이많이 있으며유해시설이없어참가학생들이

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지역입니다. 

식사는어떻게하나요?

홈스테이에서는현지가정식으로식사가제공됩니다. 

아침에는주로빵과시리얼을우유와함께먹고저녁에는

육류와채소를곁들인양식, 파스타또는아시안스타일의

밥이 주류인요리등을식사합니다.  김치, 김등간단한

부식이제공됩니다.  점심은샌드위치등의식사를학교에서

먹을수있도록준비해줍니다. 여행중에는한식과양식

식사가제공되며캠핑때에는양식위주의식단이제공

됩니다.

캠핑은안전하나요? 

캠핑은 1860창립의전통을자랑하는 Boys and Girls Club에서

수년간현지아동을상대로진행해온여름캠프에

참여합니다.  밴쿠버근교에 산과바다의아름다운환경에

둘러쌓인캠핑장에서숙련된관리직원및카운셀러가

24시간안전히아이들을관리하게되며의료 요원도

상주하고있습니다.

아이가아플때는?

현지에서한국인매니저및홈스테이코디네이터가 24시간

홈스테이가정과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고있어, 참가

학생이아플경우즉각적으로병원진료를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한국부모님과어떻게연락하나요?

학생들은국제전화카드또는 Skype등을이용하여홈스테이

가정의전화로부모님께전화할수있으며, 부모님들께서는

홈스테이가정으로직접전화하시거나또는캐나다현지

인솔교사를통하여전화하실수있습니다.

현지날씨는어떤가요?

8월평균온도가 20-23℃정도로우리나라에비해덥지

않습니다. 밴쿠버의여름은매우화창하며습도도한국에

비해높지않아쾌적합니다.

캠프기간아이의소식은어떻게알수있나요? 

학생별 단톡에수시로현장사진과현황보고를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부분은현지인솔교사선생님께

연락하시면언제든지상담해드립니다. (카톡 PDICANADA)

용돈관리는어떻게하나요?

용돈은현지인솔교사가일괄관리하게됩니다. 매주

$10~20씩나눠지급되며, 호스트가족들과의쇼핑을가거나, 

기념품구입등용돈이필요시추가로지급해줍니다

캠프참가후영어실력이향상될까요?

PDI 영어캠프는감각과습관으로아기가언어를배우는것

처럼영어를자연스럽게흡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지

홈스테이생활, 원어민강사들과자유스러운의견교환, 현지

학생들과의공동생활을통해 24시간영어사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영어을자연스럽게습득하도록합니다.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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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 Power English Summer Camp 2020

대상 신체 건강한 8세 이상 아동
비자 eTA 관광비자
기간 4주
일자 2020년 8월 3일 (월) 출국 ~ 8월 30일 (일) 귀국

가격 599만원 + 등록비 25만원

내역

포함

영어교육

월-금, 주 10:00 – 16:30, 소수정예 밀착수업 2주

SPEAKING, WRITING, READING & CONVERSATION, 

PRONUNCIATION

캐나다 미국 대학 진학 대비 토플 및 아이엘츠 과정

홈스테이 영어교육시 2주 - 1일 3식 및 간식 제공

여행
밴쿠버 – 록키 서부 캐나다 횡단 4박 5일 여행

3-4성급 호텔 숙박, 한식 및 양식 식사 제공

현지인 캠프
1주, 현지인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스포츠 캠프에 합류

또래 친구들과 스포츠를 통한 교류

관리
홈스테이 1 가정당 1명의 전담 케어

24시간 관리 체계, PDI – 홈스테이 -학부모 긴급 연락망

불포함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항공권 직항 120만원 ~

용돈
캐나다 달러 500불

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PDI 소수정예 파워영어캠프! 비교하고선택하세요!



PDI 엘리트 여름 캠프 참고 사항

출국 OT
https://db17e1db-a3b2-4e00-a5ca-c8f0be61abf0.filesusr.com/ugd/4dabda_c2e8badcffe04a4db29c5ebe37af38c8.pdf

준비물
일상복 옷 5~7벌 준비해 주세요. (물세탁 가능한 옷)
점퍼 방수 되는가벼운 점퍼 1벌, 두꺼운 점퍼 1벌 (록키 관광용)
체육복 수영복 (고글, 수영모자 등)과 체육복을 준비해주세요. 
속옷/양말 7세트 이상 준비해주세요. 캐나다에서는 통상 주 1회 주말에 세탁을 합니다.
신발 발이 편안한 운동화, 실내 체육관용 운동화, 필요에 따라 겨울용 부츠 (록키 관광용), 실내용 슬리퍼를 준비해주세요.
수건 큰 수건 2장, 작은 수건 1장을 준비해 주세요.
세면도구 비누, 샴푸, 바디 클렌져, 거품 타올, 화장품(로션, 선크림 SPF 30이상), 치약, 칫솔
구급약 종합감기약, 설사약, 두통약, 밴드, 개인 복용약 등
안경 및 렌즈 렌즈 또는 안경을 착용하는 참가자는 꼭 예비로 한 개를 더 챙겨주세요. 
문구류 필기도구와 메모지 등을 여유 있게 준비해주세요. 
기념품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께 선물할 한국적인 선물을 준비해주세요.
기타 알람 가능 시계, 선글라스, 시계, 우산, 여성용품, 전자사전
휴대폰 만약을 대비해 로밍 가능한 휴대폰을 준비해 주셔도 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은 주중에 금지 합니다.

***기타 사항은 출국 OT 참고 해주세요 ***

https://db17e1db-a3b2-4e00-a5ca-c8f0be61abf0.filesusr.com/ugd/4dabda_c2e8badcffe04a4db29c5ebe37af38c8.pdf


사랑하는자녀와함께캐나다 1달살기

저학년자녀와부모의가족캠프
어머니와자녀가같이공부하면서동반무상교육또는이민까지타진해봅니다.

자녀공부할때부모도무상교육등의다양한혜택을받는국공립대학입학또는이민을준비하는 IELTS 교육

자녀는나홀로캠프참여부모님은록키관광과별도의성인영어교육참여

캐나다는대학진학자의자녀에게는공립학교무상교육과배우자에게는취업비자를부여합니다.  또한대학졸업후영주권취득도가능합니다.

무상교육또는이민을위한 IELTS 시험준비또는실용영어위주의 수업

1일 3식제공의안전하면서편안한홈스테이생활 (가족2-4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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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모가 같이 하는 가족캠프

대상 신체 건강한 5세 이상 아동과 동반 보호자 (최대 4인 가족)
비자 eTA 관광비자
기간 4주
일자 2020년 8월 3일 (월) 출국 ~ 8월 30일 (일) 귀국

가격

(아동 1인, 성인 1인 기준)

부모 1인 아동 1인, 799만원

아동 1인 추가 +399만원

성인 1인 추가 +250만원

신청비 15만원/인
포함 불포함 내역

포함

아동교육
나홀로 캠프 참조

미취학 및 저학년 학생에게는 ECE 전문 유아교육

성인교육

2-3주 (2주), 월-금, 주 10:00 – 13:00, 

소수정예 밀착수업,  IELTS시험 준비 수업

회화 발음 수업

홈스테이 가족실 (2~4명) 및 1일 3식 제공

여행 아동 및 부모 (성인) 록키 여행 포함

지원
공항픽업, 생활 서포트, 유학, 취업, 이민 상담

(자녀무상교육, 배우자 취업비자, 속성이민 등) 

불포함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직행 (에어캐나다 및 대한항공) 

현지 교통비 및 경비 대중 교통비 월 100불/인, 휴대폰 4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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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형식적인영어캠프는거부합니다!

자녀와같이공부하면서캐나다를만끽하는가족캠프



1999년설립의 PDI
출국준비부터목표달성까지끝까지책임집니다!

주관사 PDI는…

PDI는 1953년창립日SEIWA GROUP의자회사로 1999년설립되어업계최고의경험을자랑합니다.

일본최고의유학기업인 GIOCLUB, MYCOM 및 YIFANG, KPMG 같은세계적인기업과협력관계를맺고있는유학및어학전문기업입니다.  

고객한분한분의완벽한만족을위해노력을멈추지않는고객만족우선주의를회사의신념으르삼고있는기업입니다.

PDI, a Div. of Seiwa Service Canada, Inc.,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 대표이사 Stu Hong (명문 UBC  卒, Benelli Canada 대표이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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