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정   4주: 2018년 1월10일 (수) – 2월04일 (일) 

             6주: 2018년 1월10일 (수) – 2월18일 (일) 

주   관   주식회사 인터월드 (구 인터캐나다) 

  

2018 캐나다 정규수업 캠프 WINTER SCHOOLING CAMP 

Explor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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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월드 프로파일 

SPECIALIZATION 전문활동 분야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생부터 영어교사까지 영어 실력 향상과 캐나다의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내: 

캐나다로의 유학과 연수, 혹은 현지에서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실적 

CJ임직원 자녀 영어연수 (2007년) 

한국경제신문주체 캐나다 영어연수 (2009년) 

교보생명 우수FP자녀 영어연수(2005년- 2006년, 2010년- 2017년)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주요은행 임직원자녀 영어연수 (2008년-2017년) 

전라남도 함평군 영어우수학생 캐나다 영어연수 (2013-201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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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TAFF 소개 

전수창 대표 ㈜ 인터캐나다교육개발원 대표 

(전) Canada Skyline Tours Company Director  

밴쿠버교육청 협력관  

CKBA 캐나다 상공회의소 정회원  

심재경 원장 
㈜ 인터월드 (구 인터캐나다교육개발원) 원장(2007-현재) 

캘리포니아은행 국제부 연수팀장 (1984-1998) 

미국 나셀 오픈도어 신사&밴쿠버지부 지부장(2003-현재) 

롯데유학 & 유학어드바이스 유학팀장 (2003-2007) 

김영기 과장 ㈜ 인터월드 (구 인터캐나다교육개발원) 과장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담당 

디자인 전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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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프로그램 

• 4주: 2018년 1월10일 (수) – 2월04일 (일) 

• 6주: 2017년 1월10일 (수) – 2월18일 (일) 

• 장소: 캐나다 광역밴쿠버 리치몬드 시 정규공립학교 

•  대상: 11-17세 (초등학교4학년 – 고등학교2학년) 

•  신청 마감일: 2017년 11월17일 (금) 

비용 

 4주 : 7,090,000원 

 6주 : 9,190,000원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 왕복 직항 항공요금 포함 전비용, 용돈만 별도) 

포함사항 

• 에어캐나다 또는 대한항공 밴쿠버 직항 왕복 항공 (eTA포함) 

• 등록비용 및 정규수업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 교재 및 준비물 

• 홈스테이 배정비 및 숙박비용(하루 3회 식사포함), 등.하교 교통편 

• 주말활동 및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비용 및 교통비, 한식제공 

• 여행자보험 사망 및 후유 장애 1억원 

• 입.출국 공항 마중 및 환송 서비스 

• 수료증, 해외봉사활동 인증서 

4 

2010년 동계올림픽 
휘슬러&빅토리아& 

미국 시애틀 투어  

(※대형버스,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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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표 (4주: 2018.1.10 수 - 2.04 일)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10 

인천출발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 

 

밴쿠버도착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배정 

 

11 

8:15 HB 미팅 

8:30 Dixon Gilmore 미팅 

레벨 테스트  

- 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ELL TEST 평가 

 

12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 

9 AM 학교 

밴쿠버투어: 

UBC대학탐방 

그랜빌 아일랜드,스탠리파크, 

캐나다 플레이스,개스타운 

6: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14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15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6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7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8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0-5:30 문화체험 

해외봉사활동 

한인회관 

5PM 리치몬드 

19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20 

8:30 AM 학교 

빅토리아투어 

이너하버  

주청사 

BC 뮤지엄  

6.25 참전용사 헌화 

7: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21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22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3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4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5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0-5:30 문화체험 

총영사관 방문 

유명인사 강연 

5PM 리치몬드 

26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27 

8AM 학교 

동계올림픽 

휘슬러투어: 

휘슬러빌리지 

SEA to Sky 곤돌라 

쉐넌폭포 

6: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28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29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30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발표회 포스터 제작 

31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수료식 

클로징 파티 

발표회 

2.1 

미국 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 

마이크로 소프트사 

워싱턴대학 (UW) 탐방  

2.2 

미국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스타벅스1호점 

보잉사 항공박물관 

스페이스니들 

2.3 

미국 시애틀 

시애틀 출발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 

2.4 

인천도착  

 

* 월-금: 정규수업 / * 월-목: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 * 토요일 종일 문화체험 * 월•수 한식도시락 / & 토: 한식저녁식사 
*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 * 6주 프로그램은 정규수업만 연장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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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표 (6주: 2018.1.10 수 – 2.18 일)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10 

인천출발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 

 

밴쿠버도착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배정 

11 

8:15 HB 미팅 

8:30 Dixon Gilmore 미팅 

레벨 테스트  

- 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ELL TEST 평가 

12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 

9 AM 학교 

밴쿠버투어: 

UBC대학탐방 

그랜빌 아일랜드,스탠리파크,  

캐나다 플레이스,개스타운 

6: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14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15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6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7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18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0-5:30 문화체험 

해외봉사활동 

한인회관 

5PM 리치몬드 

19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20 

8:30 AM 학교 

빅토리아투어 

이너하버 

주청사 

BC 뮤지엄 

6.25 참전용사 헌화 

7: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21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22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3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4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25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30-5:30 문화체험 

총영사관 방문 

유명인사 강연 

5PM 리치몬드 

26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27 

8AM 학교 

동계올림픽 

휘슬러투어: 

휘슬러빌리지 

SEA to Sky 곤돌라 

쉐넌폭포 

6:30 리치몬드 센터 팀홀튼 

28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29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30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3:30-5:00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발표회 포스터 제작 

31 

8:30-3:00  정규수업 

12:00-1:00 한식 도시락 

3:30-5:00  수료식 

클로징 파티 

발표회 

2.1 

미국 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 

마이크로 소프트사 

워싱턴대학 (UW) 탐방  

2.2 

미국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스타벅스1호점 

보잉사 항공박물관 

스페이스니들 

2.3 

미국 시애틀 

4주팀 시애틀 출발 

 

6주팀 

Back to Vancouver  

 

2.4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4주팀 

인천도착 

5 

6주팀 정상등교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6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7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8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9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0 

다운타운 

스탠리파크 아쿠아리움  

11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12 

FAMILY DAY 공휴일 

아이스 스케이팅 

13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4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5 

8:30-3:00  정규수업 

12:00-1:00 점심 

16 

8:30-3:00  정규수업/ 클로징 

12:00-1:00 점심 

17 

밴쿠버 출국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 

18 

인천도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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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월드 스쿨링 캠프 특징 

하나, 일반 ESL 수업과는 차별화된 정규수업  

공립학교 정규수업에 100% 참여하는 스쿨링캠프 

또래의 캐나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영어공부 및 문화교류 

겨울방학 스쿨링을 통해 장기유학 적응 훈련 

 

둘, 글로벌리더십 & 방과 후 수업 (리딩클럽) 

영어 원서 독서 수업 후 연극 또는 뮤지컬 발표 

밴쿠버 총영사관 방문&강연, 해외봉사활동 등 특별체험 

 

셋, 문화체험활동 &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다양한 관광명소 방문으로 북미 영어권 문화 체험, 세계적인  

명문 캐나다 UBC, 미 서부 워싱턴 (UW) 대학탐방  

 

넷, 교육청에서 엄선한 믿을 수 있는 현지가정 홈스테이  

빠른 영어 습득과 캐나다 문화 이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STUDY & EXPLORE CANAD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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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캐나다 정규수업 

SCHOOLING 

• 주5일, 8:30-3:00 

• 100% 정규수업 참여 

• Speaking & Listening 강화 

글로벌리더십 방과 후 수업 

LEADERSHIP 

• 주4일, 3:30-5:00 

• ELL(English Language Learners) Test 평가 

•  유명인사 강연 & 해외봉사활동  

• Reading & Writing 강화 

문화체험 

EXPLORE  

• 매주 토요일 &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문화체험: 밴쿠버, 빅토리아, 휘슬러, 미국 시애틀 

• 캐나다 서부 UBC 대학탐방 & 미 서부 워싱턴 대학탐방  

홈스테이 

HOMESTAY 

• 엄선된 현지 캐나다 가정 

• 24시간 영어 환경 

• 캐나다 문화 이해 

• 글로벌 마인드 함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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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지역 & 학교정보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  

안전한 도시로써, 우수한 교육환경과 다국적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유명 관광도시 

 

시차: 한국과 17시간    

(한국 오전 9시; 밴쿠버 전일 오후 4시)  

DIXON  
ELEMENTARY SCHOOL (- Gr.7) 
http://dixon.sd38.bc.ca/ 
1960년대 설립 
대략 370명 다국적 학생 

HUGH BOYD  
SECONDARY SCHOOL (Gr.8 -12) 
www2.sd38.bc.ca/boyd-web/ 
1960년대 설립 
대략 1050명 다국적 학생 

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밴쿠버 5/0 8/1 9/2 13/5 17/8 19/11 22/13 22/13 18/10 14/6 9/3 7/1 

광역밴쿠버 리치몬드 시 (RICHMOND) 
국제공항 위치 태평양의 관문 
밴쿠버시내와 30분 거리, 미국 국경과 25분 거리 
BC주 내 가장 높은 교육열 
 
 
리치몬드 교육청 (School District No.38) 
산하 초등학교 37개 & 중고등학교 10개 
전체 학생수: 2만4천여 명으로 큰 규모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명 정도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참가기간 내 ‘BUDDY’와 함께 안정적인 학교생활 

http://dixon.sd38.bc.ca/
http://www2.sd38.bc.ca/boyd-web/
http://www2.sd38.bc.ca/boyd-web/
http://www2.sd38.bc.ca/boyd-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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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정규수업 

• 주5일, 8:30-3:00 
• 장소: 리치몬드교육청 산하  초 중고등 학교 
           Elementary (Gr.1-7) & Secondary School (Gr.8-12)  

수업내용:  
모든 수업은 정규 공립학교 교실에서 정규 교사에 의해 현지 학생들과 똑같이 진행 

캐나다 초등학교 수업 특징: 
아카데믹: 영어 수학 과학 캐나다역사 /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 전 교과목     

캐나다 중고등학교 수업 특징:  
학년 레벨, 필수과목 선택과목 개별 맞춤 이동식 수업 
 
필수과목: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또는 기술 / 선택: 연극 컴퓨터 미술 등 
학교에 따라 선택과목 위주의 국제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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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11 

리딩클럽 
• 주4일, 월-목 3:30-5:00 
• 장소: 리치몬드교육청 산하 1개 지정학교 

수업내용:   
영어 원서 소설 단어, 핵심표현, 문학적 접근과 해석  
뮤지컬 또는 연극 대본으로 변경해서 발표 

교재: 
LEVEL 1:The Jungle Book (정글북)  
놀라운 상상력과 관찰력으로 정글 속 동물들의 모습을 일곱 편의 이야기로  
담은 소설 
LEVEL 2: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찰리와 초콜릿공장) 
마음씨 착하고 속 깊은 꼬마, 찰리가 세계적인 초콜릿 공장의 사장이 되기까
지의 모험담 소설  

글로벌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한인회관 (1월18일 목요일 예정) 
봉사정신 함양, 봉사인증서 수여 
 
총영사관 방문 & 유명인사강연 (1월25일 목요일 예정) 
우리문화 우리글을 바로 알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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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프로그램 

토요일 전일  문화 체험  프로그램 &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프로그램  
특       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밴쿠버와 영국풍의 아름다운 도시이자 BC주의 주도 빅토리아,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휘슬러 탐방과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 워싱턴주의 에메랄드 도시 
시애틀 2박3일 여행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1월13일 밴쿠버 시티투어 
 
UBC 대학탐방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와  
캐나다 정치를 리더하는 유명 수상과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 명문 종합 대학으로  
한국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스탠리 파크 (Stanley Park) 

뉴욕의 센트랄 파크 보다 큰, 밴쿠버 최대,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원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빼어난 경관, 80㎞ 에 이르는 원시림 산책로가 인상적 

 
개스타운 (Gastown) & 캐나다 플레이스 (Canada Place)  
밴쿠버에서 유럽풍의 건물들과 낭만적인 분위기의 거리로 아름다운 거리상 8번이나 수상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예술과 낭만이 있는 곳. 갤러리, 예술 스튜디오, 밴쿠버 미식 문화의 중심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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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프로그램 

1월20일 빅토리아 투어 

 

캐나다 British Colombia주 밴쿠버 섬 남쪽 끝에 위치한 빅토리아는 BC주의 주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섬으로 명명 

캐나다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이며, 정원의 도시(City of Garden)라고도 불리 움  

대형차량 470대와 승객 2,100명을 실을 수 있는 19,000톤의 BC 페리로 이동 

 

 

이너하버 및 빅토리아 주의사당 (Inner Harbour) 

1908년 유럽풍으로 우아하게 완공된 엠프레스 호텔 

British Colombia주 행정의 중심지와 1897년에 완공된 빅토리아의 상징물인 주의사당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이 있으며, 

2013년 노벨문학상 캐나다 작가 앨리스 먼로의 서점 방문 (MUNRO’s BOOKSOTRE)   

 

마일 제로 (Mile Zero)  

캐나다 대륙 횡단하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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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프로그램 

1월27일 휘슬러 투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휘슬러 (Whistler)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휘슬러는 많은 스키어들이 동경하는  

북미 스키리조트.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Sea to Sky 해안 고속 도로를 따라  

쉐넌 폭포를 지나면 한국 용평 스키장의 약 20배 규모의 북미에서 가장 큰 스키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리프트가 있는 곳이며 연간 9미터의 강설량을 보이는 곳  

 
휘슬러 빌리지 (Whistler Village) 

휘슬러 마운틴과 블랙콤 마운틴이 사이에 자리 잡은 곳으로 로그하우스풍의 호텔과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며 많은 강과 호수가 흘러  

여름에는 하이킹, 래프팅, 카누, 골프와 같은  레포츠를 즐기기에도 매우 훌륭한 곳 

휴일에는 길거리 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 

 
씨투 스카이 곤돌라(Sea to Sky) 

광활한 캐나다 밴쿠버의 자연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하우 사운드 피오르의 850미터 상공을 8분 만에 가로 지르는 이 곤돌라는 한번에 

8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스타와머스 치프 주립공원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높은 새넌 폭포 사이를 오갑니다.  

14 



Copyright ⓒ 2017 by ㈜ 인터월드 

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하이라이트 

• 미국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 미주 정식 등록업체 차량 이용 /  전 일정 4인1실 호텔 숙박 (Clarion Hotel 또는 동급 )  

시애틀 (Seattle, USA)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 주 

면적 18만 2900 ㎢. 인구 606 만 주도는 올림피아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서  

Emerald City 라고 불립니다.  

 

워싱턴 대학 (UW: University of Washington) 탐방 

북미서부의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며, 글로벌 인재들 배출에 산실 

지금까지 총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2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1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지점 

 

마이크로 소프트 사 

최초 창업자들의 사진과 이름부터 회사 발전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 본사 탐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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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2박3일 여행 하이라이트 

 

파이크 플레이스 (Pike Place) 

갖가지 향신료와 식료품, 해산물이 즐비하며,  시애틀의 먹거리를 엿볼 수 있음 

 

스타벅스 커피 1호점 (The First Starbucks)  

스타벅스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Siren)이라는 바다의 인어로,  

세이렌의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했는데  

이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게 만들겠다는 뜻 

전 세계 스타벅스 중에서 오리지널 로고(갈색의 인어)를 달고 있는 유일한 지점 

 

스페이스 니들 타워 (Space Needle Tower) 

우주선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시애틀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높이 185미터 시애틀의 랜드마크 

 

보잉사 항공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우주 박물관으로 보잉사(Boeing Company)의  

제조 기술로 제작된 역사적인 비행기와 우주선 150여 대 이상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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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및 안전관리대책 

 

※ 안전관리 일반 

 출국에서 귀국까지 관리 선생님 동반 

 현지 Staff가 항시 대기,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주야불문) 

모든 홈스테이는 1가정 최대 2인을 기준 

 교육청에서 엄선한 믿을만한 가정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주말 여가활동 

 매일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상태확인 

 

 

※ 교내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대책  

 양호교사 상주 & 전체교사 응급처치교육(First Aid) 이수자 

 5분거리 리치몬드 종합병원 연락망 구축 

  

 

※ 교외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 대책  

 현지 홈스테이와 HOT LINE 구축, 사전 안전교육OT       

    (Safety 패키지 제공) 

 캐나다와 미국 여행시 두 국가보험 모두 포함된 차량 이용 

 

주소: 7000 Westminster Hwy Richmond  
Emergency: 1-604-278-9711 

전수창 대표 응급처치 자격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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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책:해외여행 보험 및 현지 의료보험 

• 연수 전 일정 해외여행 보험:  
      사망(16세이상) 및 후유장애 1억원       
      해외질병 및 상해 5백만원 
      (국내입원 치료) 
      상해 3백만원(해외치료) 가입 
 
• 교육기관 Safety Package:  
      사전 안전교육 OT 자료 및  학생 개별 

Student Guard 보험카드 배부 
 

• 버스 차량 보험:  
      학생인솔 허가된 현지 스쿨버스 이용,  
      캐나다와 미국  여행 시 두 국가 보험  
      모두 포함된 차량 이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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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모든 홈스테이는 범죄기록사실 조회를 통과한 가정들이며,  

전문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구성원과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곳]들 입니다.   

 

 

엄선된 홈스테이 가정은 사전 안전교육과 비상연락망, 

 연수의 전체 일정, 학교가 정한 규칙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홈스테이 가정은 주니어 학생들을 가족으로 초대해서 

[동양적인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기를 자원한 호스트]들 입니다.  

 

 

캐나다 생활 및 문화를 체험하며,  

모든 홈스테이는 1가정 2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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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IN TOUCH 

20 

<KEEP IN TOUCH>  

네이버 밴드 운영예정  

 

• 인솔선생님이 연수기간 동안 생활지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   

 

•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수의 전반적인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출국 전 필요한 정보들이 밴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네이버 밴드 초대링크는 오리엔테이션 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2017 by ㈜ 인터월드 

연락처 

밴쿠버: 주식회사 인터캐나다교육개발원  

1133-88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B 6N9 

☎1-604-214-8357  

한국인터넷 전화: 070-7516-5249  

팩스: 0505-361-9515 

홈페이지: www.interworld.xyz 

Email: intercanada03@gmail.com  

  

 

서울: 주식회사 인터월드(구 인터캐나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1 배강빌딩 3F 

☎ 070-7562-5249 

김영기과장 핸드폰: 010-8290-4470 

팩스: 0505-361-9515 

홈페이지: www.interworld.xyz 

Email: inter39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