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기간

2018년 7월 17일 (화) – 8월 03일 (금)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장소

UBC (Univ. British Columbia)

대학 캠퍼스 & UBC대학 기숙사

비용

마감일

6,970,000원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항공 직항 왕복 항공요금 포함)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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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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민은행, 하나은행 및 주요은행 임직원자녀 영어연수 (2008년-2018년)
전라남도 함평군 영어우수학생 캐나다 영어연수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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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월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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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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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조건
프로그램 명
항공편

세부사항

학교

2018 캐나다 영어연수 & 문화체험: 세계적인 명문 UBC 대학 캠퍼스 프로그램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항공 밴쿠버 인 시애틀 아웃(eTA, 미국 여행비자 포함)
• 학생 20명당 인솔선생님 1명
• UBC대학 기숙사(2인1실 또는 싱글룸)
• 1일 3식
• 입.출국 공항 마중 및 환송 서비스
• 수료증 제공
• 여행자보험 사망 및 후유 장애 1억원

미국 시애틀 1박2일 여행
(※대형버스,여행자보험)

• UBC대학 (Univ. British Columbia) 캠퍼스
• 오전: Intensive & Multinational English Class
• 오후: 야외활동 및 액티비티

• 저녁: 취미활동, 영화감상, 숙제 외 멀티내셔널 그룹활동, 금요일 저녁 BBQ 파티
• 문화체험 (화·목 오후, 토요일 일요일 전일: 밴쿠버 관광명소 )

특별 프로그램

• 해외봉사활동 : 해외봉사활동 인증서 수여
• UBC 대학교, 워싱턴대학교 (UW)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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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목적 & 연수개요
연수목적
• 글로벌시대의 세계인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영어수업 및 문화체험
•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국제적인 감각과 매너 향상
• 단체 캠프 활동을 통한 협동심 증진
연수개요
영어연수
특별 프로그램

문화체험 & 대학탐방

미국 시애틀 1박2일 여행

• 인텐시브 & 멀티내셔널 영어 수업
• 해외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 인증서 수여)

• 밴쿠버 관광명소

• UBC 대학교, 워싱턴대학교 (UW) 탐방

• 시애틀 다운타운: 스페이스니들 타워 ,파이크 플레이스,
스타벅스1호점, 프리미엄 아울렛, 마이크로 소프트사
• 워싱턴대학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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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도시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
안전한 도시로써, 우수한 교육환경과 다국적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유명 관광도시
캐나다 영어의 장점
캐나다 영어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중간지점
사투리가 많은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영어(Standard English)를 구사

기후 : 8월 한여름에는 28℃까지 오를 때도 있으나 매우 건조하고 해가 없으면 서늘합니다.

밴쿠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

8/1

9/2

13/5

17/8

19/11

22/13

22/13

18/10

14/6

9/3

7/1

시차 : 캐나다 내에만 6개의 표준 시가 있습니다.
밴쿠버는 한국보다 16시간 느림
예) 서울 오늘아침 9시 ; 밴쿠버 전날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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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대학)
•19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에 의해 설립
• 120만평 규모의 세계 제일의 연구 중심 대학
• 세계 30위권, 공립대학으로 세계 20위
• 전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58,000여명 재학생
• 5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수상 배출
• 한국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2002년 고려대학교 UBC 기숙사 (Korea University-UBC House) 완공

여름에는 청소년들에게 기숙사와 식물원, 박물관, 예술공연장,
수영장, 잔디축구장,도서관 등 다양한 대학시설 개방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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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UBC 대학교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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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UBC 대학 기숙사 소개
• UBC 대학 내 Totem Residence 기숙사 (1,750 여명 규모)
•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하는 멀티내셔널 기숙사
• 1일3식 제공
다국적 도시락 및 식사
매주 금요일 저녁 BBQ 파티

• 시설: 침대, 옷장, 책상 완비
• 화장실과 샤워실 공동으로 사용

• 방 배정: 2인실 또는 싱글룸 배정 (12세 미만은 2인실 배정)
• 기숙사 현관 카드키와 방 열쇠 개별제공

• 관리: 남녀 학생, 각각 다른 층에 배정
각 층마다 관리 선생님이 24시간 학생 관리
건물 주위는 대학 내 경비원들이 상주,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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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2017 UBC 대학 캠퍼스 프로그램 국적비율
아래 그래프는 프로그램 전체 다국적 비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기간에 따라 국적비율은 매우 다르며,
한국학생을 제외한 76% 의 다국적학생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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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일정표 : 2018년 7월 17일 (화) - 8월 03일 (금)
MON

TUE

WED

TIME

7.17

18

8:45-12:45

인천출발
에어캐나다 OR
대한항공
밴쿠버도착
에어캐나다 OR
대한항공
OT
레벨테스트
기숙사배정
UBC 캠퍼스투어

집중영어 수업

12:45-2:00
2:00-6:00
6:00-7:00

7:00-9:00
10시 취침

THU
7.19

FRI
20

집중영어 수업

Activity

벤쿠버 아쿠아리움

Activity

저녁휴식 Dinner Break
피자 & 영화감상

수영 / 글짓기활동

스티브스톤 &
익스트림 에어파크

28

29

빅토리아

플레이랜드

바베큐 & 디스코

24

25

26

27

8:45-12:45

집중영어 수업

집중영어 수업

집중영어 수업

집중영어 수업

집중영어 수업

12:45-2:00

점심휴식 Lunch Break

문화체험
암벽 등반 &
게스타운 투어

Activity

Activity

6:00-7:00

문화체험
그랜빌 아일랜드
워터파크
보물찾기 게임

Activity

저녁휴식 Dinner Break

7:00-9:00
10시 취침

숙제 / 글짓기활동

그룹 액티비티

피자 & 영화감상

수영 / 글짓기활동

바베큐 & 노래방

TIME

30

31

8.1

2

3

8:45-12:45

집중영어 수업

집중영어 수업

미국 시애틀
1박 2일 여행
프리미엄 아울렛
마이크로소프트사
워싱턴대학탐방
스페이스 니들타워
파이크 플레이스
스타벅스 1호점

미국 시애틀
1박 2일 여행

한국 도착
에어캐나다 OR
대한항공

12:45-2:00

점심휴식 Lunch Break

Activity

6:00-7:00
7:00-9:00
10시 취침

스플레쉬다운
워터파크 /
트와슨 밀

점심휴식 Lunch Break

23

2:00-6:00

SUN
22

집중영어 수업

TIME

2:00-6:00

SAT
21

수료식
과학관/딥코브

시애틀 출국
에어캐나다 OR
대한항공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Activity를 선택 가능합니다.
Activity 1: 미술 프로그램
Activity 2: 스포츠 프로그램
Activity 3: 미디어 프로그램

저녁휴식 Dinner Break
스케이팅 /
글짓기활동

그룹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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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영어수업 및 학교활동
• 월~금요일 오전 8:45 - 오후 12:45 까지 ESL 영어 수업 진행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모든 영역)
• 오후시간: 야외활동 및 액티비티
• 저녁시간: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시간
취미활동, 영화감상, 숙제 외 그룹활동, 금요일 저녁 BBQ 파티
• 주말시간: 밴쿠버 명소 견학 및 쇼핑
월 – 금 오전 인텐시브 영어수업
시간 / 장소

오전 8:45-12:45 / UBC대학 강의실

지도교사

IH 밴쿠버 소속 정규 영어강사 (BC주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

레벨

첫째 날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 / 최대 1:16 소수정예 클래스

주제

캐나다 지리, 관광명소와 얽힌 역사이야기
캐나다, 밴쿠버 및 월드뉴스 시사, 캐나다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

프로그램
특징

영어의 전체적인 영역을 짧은 기간에 향상시키는 인텐시브한 영어과정
레벨별 분반 수업으로 체계적인 수준별 학습진행
캠브리지 셀타자격증을 소지한 영어전문 교육가에 의한 수업
영어토의 및 토론수업을 통한 리더십 교육
조별발표 및 장기자랑 을 통해 협동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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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월 ∙ 수 ∙ 금 오후 액티비티 활동
활동시간

오후 2:00 – 6:00
학생들은 다음의 3가지 옵션 액티비티를 정해서 그룹별로 나뉘어 참여하게 되며,
각 액티비티는 3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지만,학생들은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
변경 가능.
Activity 1: 아트 프로그램
Week 1 : 사진 및 페인팅 창작 및 전시
Week 2: 스크랩북 만들기
Week 3 : 댄스/드라마 창작 및 공연

프로그램
내
용

Activity 2: 스포츠 프로그램
* 요일별로 다른 주제의 스포츠 액티비티 진행
-월요일: 구기 종목 스포츠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중 선택)
-수요일 : 야외 필드데이 (프리즈비, 깃발잡기, 릴레이, 배드민턴 중 선택)
-금요일: 개인 또는 단체 활동 (요가, 줌바댄스, 부트캠프, 호신술 클래스 중 선택)
Activity 3: 미디어 프로그램
Week1: 온라인 블로그 창작
Week 2: 오프라인 리포트 창작
Week 3 : 비디오 디자인 창작
*각 옵션 액티비티는 3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BC 캠프 일정의
week 4- 6는 상기 커리큘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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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화 ∙ 목 오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시간

오후 2:00 – 6:00

프로그램
특
징

캐나다의 문화를 체험하고, 영어권 환경에서 말하고 듣는 실생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스탠리 파크와 딥 코브 등을 탐방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를 느껴봅니다.

스탠리 파크 (Stanley Park)
캐나다의 역사유적지로 뉴욕의 센트랄 파크 보다 큰, 밴쿠버 최대,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원 총 면적 1,000 에이커에 달하는
스탠리 공원은 원시림으로 구성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빼어난 경관,
80㎞ 에 이르는 원시림 산책로가 인상적

밴쿠버 아쿠아리움
스탠리파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미에서 5번째로 큰 수족관
해양연구 및 해양동물 보존 재활센터로도 유명
다양한 어류 뿐만 아니라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이 있으며 흰돌고래
벨루가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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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밴쿠버 다운타운 투어
개스타운 (Gastown) & 캐나다 플레이스 (Canada Place)
밴쿠버 다운타운의 발상지 개스타운, 유럽풍의 건물들과 낭만적인
분위기의 거리로 아름다운 거리상 8번이나 수상, 15분 간격으로 울리는
증기시계가 상징물입니다.
캐나다 플레이스는1986년 밴쿠버 엑스포가 개최된 곳으로 전시장,
국제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연회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워터파크
밴쿠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예술과 낭만이 있는 곳. 갤러리,
예술 스튜디오, 밴쿠버 미식 문화의 중심지 이자 예술의 섬 입니다.

보물찾기 게임(Scavenger Hunt)
보물찾기 게임과 접목하여 재미난 놀이를 통한 영어학습
다양한 장소에서 각 팀별로 지시한 목록을 직접 찾아 오거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오는 단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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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과학관 (Science World)
1986년 밴쿠버에서 열린 엑스포 때 사용한 건물로 현재는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이용. 전시장 내부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입체 3D영화를 상영하는 극장과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 장치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

딥 코브 (Deep Cove)
노스 밴쿠버에 위치한 작은 만으로 산책 트레일과 호화 보트 선착장이 있으며
유유자적 비치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곳

특별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비치 클리닝
친환경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심어주면서 이를
인증하는 해외봉사활동 certificate 를 수여합니다.
* 2010-17 참가학생 및 학부모님들로 부터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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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월 – 금 저녁 액티비티
시간

저녁 7:00 – 9:00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시간

수영, 아이스 스케이팅 등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특 징

영화감상, 게임 및 취미활동
글짓기, 숙제 및 그룹활동
금요일 저녁 BBQ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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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토∙일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간

토∙일 전일

프로그램
특징

토요일은 아름다운 밴쿠버 여행을 테마로 벤쿠버 최고의 야외 물놀이 시설 스프레시다운 워터파크와
캐나다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이며, 정원의 도시라고도 불리우는 빅토리아 섬 투어, 일요일은 30여
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인 플레이 랜드 투어.

스플레시다운 워터파크(Splashdown Water Park : 7/21 토)
30년 역사를 자랑하며 물미끄럼틀과 비치발리볼등 친구들과 즐기는
밴쿠버 최고의 야외 여름 물놀이 공원

스티브스톤 (Steveston : 7/22 일)
캐나다 역사 유적지로, 밴쿠버 공항에서 20여분거리에 위치하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리치몬드 시의 작은 어촌마을 100여척의
고깃배들이 정박 주말이면 선상의 어시장이 열림, 한국의 소래포구와
흡사 1945년부터 개최되는 연어축제(Salmon Festival)와 범고래
투어로도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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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익스트림 에어파크(Extreme Air Park: 7/22 일)
캐나다 최대 실내 놀이공원으로 트렘펄린 위에서 높이 뛰며 다양한
이색 공놀이를 즐기는 Jump Park

빅토리아(Victoria): 7/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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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90분간 이동합니다. 부챠드 가든과 이너하버 및 빅토리아
주의사당 등의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플레이 랜드 (Playland): 7/29 (일)
30여 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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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애틀 1박2일 여행일정
•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 미주 정식 등록업체 차량 이용
• 전 일정 4인1실 호텔 숙박 (Clarion Hotel 또는 동급 )
일자

지역

교통편

밴쿠버

1일차
8/1 (수)

미국

시간
7:00

출발!

9:00

국경 통과(육로를 이용한 국경통과 이색체험)

10:00 – 12:00

워싱턴
전용차량
주
시애틀

세 부 일 정

12:00 –1:00

식사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조식

(가족과 친구를 위한 알뜰쇼핑 2시간)

중식

점심

석식

1:30-2:30

마이크로 소프트사 탐방

3:00-4:00

워싱턴대학 탐방

4:30-5:30

스페이스니들타워(시애틀의 랜드마크)

5:30-6:10

파이크 플레이스, 스타벅스 1호점
석식 후 호텔

2일차

미국

전용차량

7:30 – 8:30

8/2 (목)

워싱턴
주

항공

9:30-10:00

시애틀
한국

호텔출발

10:00 – 11:30
11:30-11:50

8/3 (금)

기상 및 아침식사

항공

조식
시애틀 국제공항
한국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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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1박2일 여행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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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아울렛 (Premium Outlet)
125개의 브랜드상점,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체험이 이루어 지는 곳

마이크로 소프트사
최초 창업자들의 사진과 이름부터 회사 발전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 본사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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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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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1박2일 여행 하이라이트
스페이스 니들 타워 (Space Needle Tower)
우주선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시애틀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으로 높이 184미터 시애틀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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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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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책
• 출국에서 귀국까지 인솔자와 관리 선생님 동반

UBC Hospital EMERGENCY
주소: 2211 Wesbrook Mall, Vancouver, BC
Tel: 1-604-822-7121

• 매일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상태확인

• 현지 Staff 항시 대기,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주야불문)

•1박2일 여행 시 정식등록업체차량이용

• 응급시스템 구축: 학교와 911 시스템, 병원연락망 구축

• 양호교사 상주 & 전체교사 응급처치교육 (First Aid) 이수자

전수창 대표 응급처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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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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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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리방안
• 출국에서 귀국까지 인솔자 선생님 24시간 동반

• 인솔선생님과 현지 스탭들이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 각층에 상주
13세 미만은 1:8, 13세 이상은 1:10, 함께 기숙하며 관리감독
매일 학교 캠퍼스 내 생활 관리와 적응도 파악 수시면담
사진과 일지 밴드에 업로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

• 모든 외부활동 시: 한국인 인솔교사 및 Staff 이 항상 동행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해결 가능
개별행동 관리감독 및 특별한 외출의 경우라도 인솔선생님의 허락 후 동반 하에만 허락
• 핫라인 구축
비상연락망 구축, 학부모등과 원활한 통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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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리·연수일지 네이버밴드
<KEEP IN TOUCH>
네이버 밴드 운영예정
• 인솔선생님이 연수기간 동안 생활지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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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연락처

서울: 주식회사 인터월드(구 인터캐나다)

밴쿠버: 주식회사 인터캐나다교육개발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1 배강빌딩 3F

1133-88 West Pender street

☎ 070-7562-5249

Vancouver BC Canada V6B 6N9

김영기과장 핸드폰: 010-8290-4470

☎ 1-604-214-8357

팩스: 0505-361-9515

한국인터넷 전화: 070-7516-5249

홈페이지: www.interworld.xyz

팩스: 0505-361-9515

Email: inter395@hanmail.net

홈페이지: www.intercanada.xyz
Email: intercanada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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