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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Group  

Intensive English Camp  
소수정원 밀착교육 어학연수 패키지 EMF-P 

 

캐나다 유일의 소수정원 밀착교육 어학연수 프로그램! 

- 한반에 단 4 명의 소수정원 밀착 영어교육 

- 스피킹, 발음, 회화, 비지니스 라이팅 등 실용성 있는 영어교육 

- 발룬티어, 인턴십, 직업 알선, 취업비자, 이민 등 다양한 옵션 

- 귀국 후 유용한 다양한 써티 및 추천서 발급 

- 공항픽업, 홈스테이 알선, 오리엔테이션 등 어학연수에 필요한 모든 올인원 서비스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소수정원 밀착교육 수업 

더이상 타 어학원의 15 -20 명의 클래스에서 문법 위주의 틀에 박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 3-5 명의 소수정원 밀착 투터 방식으로 어학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세요. 

 

영어실력을 극대화 시키는 컬리큘럼 

TOEIC 및 IELTS 기반의 스피킹 및 에세이 라이팅, 비지니스 영어, 회화, 발음 수업이 주축이 됨 완벽한 실용성 위주의 

최상의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써티 및 추천장 발급 

어학연수 기간과 옵션에 따라 English Mastery Certificate,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Business Internship Certificate, 

TESOL Certificate 등 여러가지 써티 및 Reference Letter 을 제공 하여 실속있는 어학연수를 가능케 합니다. 

 

다양한 옵션 

어학연수로만 끝나지 않고 실용성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발런티어 - 복지, 의료, 행사 등 

인턴십 –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 기업, 마케팅, IT. 회계 등   

취업 및 이민 – 정규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 컨설팅 및 수속  

 

완벽한 서비스 

입국 오리엔테이션, 공항픽업, 홈스테이 알선 등 어학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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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astery Curriculum 

소수 정원 어학 연수 커리큘럼  

Block Hour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Block 1 10:00 - 11:20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Block 2 11:30 - 12:50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Lunch 

Block 3 13:30 - 14:50 

 
Reading  - 

Practice 

Exams 

Reading and 

Comprehen- 

sion Exercises 

Business 

reading and 

Case Studies  

  

 
 

Listening 
Practice 
Exams 

British and 
North 

American 
Accent 

Recognition 
and Training 

Listening 
Exercises 

 

Conversation 
& 

Pronunciation 
– North 

American 
Standard 

Pronunciation 
& Accent 

Reduction, 
Exercises & 

Practices  
 

Reading  - 

Practice 

Exams 

Reading and 

Comprehen- 

sion Exercises 

Business 

reading and 

Case Studies 

 

Listening 
Practice 
Exams 

British and 
North 

American 
Accent 

Recognition 
and Training 

Listening 
Exercises 

 

Block 4 15:30 -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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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PDI 는 캐나다인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엄선하여 최상의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는 교통이 편리한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대, 옷장, 책상이 구비 된 개인방을 

제공하며 하루 3 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도식락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 학생일 경우 신중한 배정을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홈스테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서비스 

PDI 는 대학 및 기숙사의 등록과 비자 발급 등 모든 수속에 따른 지원업무는 물론 캐나다에서 학업 및 

생활 시 발생될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로 24 시간 제공하여 

유학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교육기관 PDI Academy 

   
 

PDI Academy 는 밴쿠버 최고중심지, 캐나다 프레이스, 밴쿠버 중앙도서관, 밴쿠버 국제 무역센터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소인수 집중교육 전문 어학 기관입니다. 1999 년 설립 이래 일본 최대 유학원 

GIO Club, Ryugaku Journal 과의 협력을 맺고 있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사립 어학원입니다.  

English Mastery, Speaking and Pronunciation, Essay and Academic Writing, Business 

Communication, TOEIC / IELTS 시험 준비 과정을 3-5 인의 소수정원 방식으로 전문 캐나다인 강사와 

워크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어학원과는 차별되며 효과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 전철 Waterfront 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있으며 밴쿠버 광역 

버스들이 모두 집결해있는 교통 요충지이며 Canada Place, Vancouver Convention Centre, Stanley 

Park, Pacific Centre 쇼핑몰에 인접해 있는 최고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자랑하는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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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astery Program All-in-One Package – (EMF-P) (P10)  

  

대상: 신체 건강한 18 세 이상 성인 

시작일: 매월 첫 월요일 

포함 내역 불포함 내역 (예산표) 

기본 영어 교육 - 주 22.5 시간 풀타임 소수정원  밀착교육 

Curriculum: Speaking, Conversation, Pronunciation, 

Business Writing, Essay Writing 

* 8 주 이상 등록시 TOEIC 수업 또는 IELTS 수업 포함 

**12 주 이상 등록시 Business English Diploma  포함 

입국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1 일 3 식) 

공항픽업 

교재 일체 

 

항공권 (직항 비성수기 100 만원~, 성수기 220 만원~) 

여행자 보험 (월 5 ~8 만원) 

용돈 (월 $400 ~ 600) 

현지 교통비 (월 $100 ~ 150) 

휴대폰 (월 기본 $40, 데이터 포함 $60-80) 

가격: 

4 주 350 만원 

8 주 650 만원 

12 주 950 만원 

등록비 15 만원 

옵션: 

인턴십 또는 발룬티어 알선: 100 만원 (8 주 이상 참가자가 현지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이나 발룬티어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시애틀 여행 (1 박 2 일, 기본): 25 만원   

록키산맥 여행(3 박 4 일, 기본): 45 만원 

빅토리아 (1 일): 15 만원 

 

프로그램 제공자 및 교육기관 PDI: PDI 는 1999 년에 설립된 50 년 전통의 일본 SEIWA 그룹의 현지 법인으로 매년 

200 명이상의 어학 연수, 유학, 단체연수, 기업연수 참가자에게 최상의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최고의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