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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원 밀착교육 전문학원
선진국캐나다에서진행되는유일의소수정원밀착마크집중교육프로그램

1999년설립 - 캐나다밴쿠버

www.pdicanada.net



Why PDI Academy Canada ?

소수정원

밀착교육

선진국캐나다에서

진행되는유일한

소수정원영어수업

저렴한비용

최고의효과

15-20명수업의타

어학원의비슷한

비용에탁월한효과

무료지원

서포트

비자신청, 홈스테이

알선등제반서포트

포함



캐나다소개

Canada 주요도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기후 냉대,한대,대륙성기후(연평균 6도) 

시차 한국보다17시간느림(UTC-8) 

종교 로마가톨릭교42.6%,개신교 23.3% 

인구 3,500,000명

주요언어 영어,프랑스어

화폐 캐나다달러 (1 CAD =900 KRW, 2016년4월기준) 

학제 초등6년,중고등6년,대학4년



기업정보

학원명 PDI Academy

설립연도 1999년 8월

모회사 Seiwa Corporation, Tokyo, Japan

종업원 15명

대표 Steward Hong

자본금 750,000 CAD

주소지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업종 교육업

Trust

Integrity

Value



기업정보

•1999년설립된사립교육기관으로BC주교육청과연계된정규커리큘럼을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유일한소수정원제밀착교육을전과정에접목하고있습니다.

•세계적인스탠리파크에서5분거리,아름다운밴쿠버다운타운에위치하고있으며

100%현지인교사를채용하는영어조기교육전문교육기관입니다

개요

•캠프부문 - 여름및겨울영어캠프, 가족캠프

•조기유학부문 -조기유학관리, 대입프로그램

•성인교육부문 -어학연수, 기업연수, 취업및이민

교육파트

•설립연도 1999년

•기업배경 1953년설립日SEIWAGROUP산하영어전문교육기관

기업배경



학원위치

밴쿠버국제공항에서전철직행으로학원

정문까지 30분!  Granville St. 와 W. Hastings 

St.가만나는밴쿠버의상업, 교육, 행정및

교통의최고중심지에위치

보도 10분거리에캐나다플레이스, 

스탠리파크,  밴쿠버미술관, 밴쿠버중앙

도서관, 밴쿠버컨벤션센터등관광명소가

밀집

학교정문바로앞에스카이트레인

Waterfront역이위치해있음은물론

밴쿠버광역지역어디던직행버스및

광역전철의접근이가능한교통요충지



학원정보

•조기유학에서부터어학연수, 인턴십, 취업, 이민까지

모든유학및연수에대한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

유일한업체입니다.

•조기유학생관리, 스포츠유학, 소인수영어집중교육

및영어캠프운영에서부터기업연수기획까지, 

1953년창립, 일본세이와그룹산하의교육전문

기업 PDI는 1999년캐나다밴쿠버설립이래일본

최대의유학업체인 GIO Club(世界の步き方), Ryugaku

Journal등과의파트너십을바탕으로십수년간축적한

경험, 자체교육체계및유학에관련된모든 Know-

how를가지고고객만족에총력을다하는기업입니다.

ONE업체, ONE스톱

서비스 -유학의

모든것을제공합니다

•영어캠프에서부터성인어학연수까지, PDI의모든

교육프로그램은최대 5명의소수정원제의환경에서

UBC, SFU등명문대출신의교육전문가에의한교육이

실시되고있습니다. 

•기존의타어학원의한클래스당 15 -20명이상이문법, 

교재위주의형식적인교육방식을탈피한, 어휘력향상, 

발음교정이포함된스피킹수업, TOEIC, IELTS 기반의

비지니스라이팅, 에세이라이팅등의실용성높고

살아있는현장영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PDI의영어교육철학 –

소수정원제집중심화

교육



학원정보

Our School

•PDI는소수정예소인수수업을바탕으로실용성있는언어교육, 목표

달성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명분없는시간을채우기위한

교육은실시하지않습니다. 또한소인수학습을바탕으로조기유학관리, 

여름겨울영어캠프, 인턴십, 발런티어, 기업연수등의여러가지체험

프로그램을통해영어를몸으로익히는교육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Our Students

•PDI의학생들은구태한문법강의위주의어학연수나어학교육대신

자신의목표와희망에맞는교육을받고싶어하는열정높은

학생들입니다. 영어의실력이나수준에상관없이자신이목표를하고

있는목적달성에 100% 열의를보여주는학생들이 PDI가추구하는학생상

입니다.

Our Teachers

•PDI의강사진은 100% 캐나다인원어민강사들로써명문대학졸업생임은

물론다년간 ESL학생들을전문으로교육해온

경력자들입니다. 조기유학이나캠프전담강사지들은캐나다

현지 BC주의교사면허를소지하고있는공립학교선생님들로구성되어

있습니다.

Our Textbooks

•캠프나조기유학생들은 ESL 교재를사용하지않고 McGraw Hill사의현지

공립학교영어교재를사용하여현지공립학교학업과동등한수준의

교육을제공하여빠르게진행하고있는영어교육수준에맞추어더

빠르게현지영어수준에적응하도록하고있습니다. 



캠프및조기유학부문소개

영어캠프

가족캠프

및조기유학

프로그램

PDI의조기유학부문의단기프로그램으로는여름및겨울영어캠프, 

단기체험유학및캐나다공립학교입학준비과정과, 장기프로그램은

조기유학관리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조기유학프로그램은 PDI의간판인소수정원밀착집중교육이

포함되어있으며홈스테이, 담당관리자및현지의료시설을

통합하는 16년전통의토탈관리시스템을바탕으로학생을 24시간

보호하고있습니다.

PDI의다른프로그램처럼조기유학프로그램도교실에서의영어교육

뿐만아니라교실밖에서의체험을중요시여기는교육방침으로

현지인과같이하는방과후예체능프로그램및현지교육시설을

체험할수있는다양한옵션을포함하고있습니다.



캠프및조기유학대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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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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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캠
프 •캐나다공립학교정규

과정을토대로한집중

개인마크교육및현지인과

다양한액티비티를같이

하는

문화교류는물론 실제로

현지공립학교에서체험도

가능한유일한

영어캠프입니다. 철저한

영어교육은물론다양한

액티비티및미국또는록키

여행을포함, 참여학생에게

최고의경험을제공합니다.

엄
마
와
함
께
하
는
가
족
캠
프 •저학년학생에특화된

캐나다인원어민강사에게

배우는소수정원

밀착집중교육을제공하는

동시에현지교육청과

연계된공립학교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공립학교

정규과정을준비하는특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머니도

동시에소인수집중영어

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TESOL, IELTS 수업등)

토
탈
관
리
조
기
유
학 •조기유학생들의목표

달성을위한관리형

유학으로수준높은

공립학교정규유학및

캐나다인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기반으로

맞춤형식방과후및주말

프로그램을추가, 졸업및

진학준비까지 16년전통의

전문유학기업 PDI가학사, 

생활, 진학에관련된

유학의모든것을

체계적으로관리하는

완벽한관리형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프로그램정보는www.pdicanada.net 을참조바랍니다.



성인교육및인턴십부문

어학연수

워킹홀리

기업연수

인턴십및

취업이민

PDI는다른어학원과는다른차원의교육시스템을제공합니다. 1:1과소수정원

밀착교육을통해학습의집중도및효과를높힙니다. 또한실용성위주의

커리큘럼은타어학원의구태한문법위주의강의를타파하여현실성있는영어

교육을실시합니다. 

PDI의독자적영어완성프로그램인 English Mastery 를구성하는스피킹, 라이팅, 

발음, 컨버세이션은취업, 비지니스, 진학에크게도움이되는필수적인요소를

포함하여살아있는영어를몸에익히도록합니다.

PDI는교실에서의교육은완전한어학학습의시작일뿐이라는신념을가지고

모든어학프로그램에는살아있는영어를몸으로실전체험할수있는체험

프로그램을추가할수있도록고안되어있습니다. 교육후, 자원봉사에서

인턴십, 취업, 이민까지유학에관련된모든분야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여

유익하고성과지향적인유학생활을실현하도록합니다.



성인교육및인턴십대표프로그램

소
수
정
원
밀
착
교
육
어
학
연
수 •더이상소수정원밀착영여교육을

휘해동남아로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타어학원의

15 -20 명의클래스에서문법

위주의틀에박힌수업을들을

필요가없습니다. 짧은시간에

최고의효과를낼수있는 3-5명의

소수정원투터방식으로

어학연수의효율성을극대화

합니다. TOEIC 및 IELTS 기반의

스피킹및에세이라이팅, 

비지니스영어, 회화, 발음수업이

주축이된완벽한실용성위주의

최상의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또한어학연수에

발런티어, 인턴십들을추가하여

더욱더효과있는학습을구현

합니다.
인
턴
십

•캐나다인 전문직강사에게배우는

소수정원밀착교육 영어및

비지니스집중교육을실시하며

교육후캐나다유학생활을더

알차고보람있게보내고스팩도

쌓는직업또는인턴십을알선

합니다. IT, 회계, 마케팅등의무급

인턴십및호텔및서비스업종의

유급인턴십, 또는병원, 비영리

단체에서의발런티어등의다양한

체험기회를제공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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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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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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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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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램

•틀에박힌한국에서의입시전쟁을

통한대학진학대신캐나다에서

진취적이고목표지향적인미래를

열어주는새로운개념의유학

프로그램으로캐나다에서선진

기술을익히고고소득직종

취업에서부터영주권취득까지

본인스스로미래를개척해나갈

수있는길을안내해줍니다.

자세한프로그램정보는 www.pdicanada.net 을참조바랍니다.



교육파트너

PDI는캐나다및미국의 200개이상의공립및사림교육기관과전략적

협력관계를맺고학생들의초중고, 대학및기술교육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립교육청

•밴쿠버, 리치몬드, 써리, 델타,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코퀴틀람, 랭리

기술학교

•BCIT (항공, IT), Coastal Pacific Aviation (비행),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요리, 미용, 제빵),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요리), Kwantlen Polytechnic, Blanche MacDonald ( 패션)

대학교

•Langara College, Douglas College, Capilano College



인턴십및취업파트너

PDI는 300개이상의현지기업들과업무협력계약을체결

학생들의인턴십및취업이민서포트를실시하고있습니다.

호텔

• Delta Hotels, Shangri-la Hotels, Holiday Inn Hotels, Best Western Hotels, Westin 
Hotels, Hyatt Hotels 

IT 및기술

• SAP, ORACLE, SUN, Microsoft, National Bank 

요리

• Glowbal, Joey Restaurant Group, Sequoia Company of Restaurants



커리큘럼

표준 English Mastery 풀타임과정



서비스및서포트분류

조기유학서포트

•미성년 후견인서비스 (법정가디언 , 커스토디언)

•학사및성적관리, 과외교욱

•대학진학설계및관리

워킹홀리데이서포트

•취업지원서비스

•은행구좌개설, SIN 취득

•공항픽업, 홈스테이알선

대학진학서포트

•입학자격취득서비스

•대학생활관리및과외서비스

•대학졸업후취업및이민서비스

어학연수 (기본서포트)

•공항픽업

•홈스테이알선

•오리엔테이션

취업이민서포트

•취업연결서비스

•취업및이민스폰서연결서비스

•이민컨설팅및변호사연결서비스

랜딩서포트

•주재원또는동반거주가족을위한거주지서비스

•자동차, 가구및가전구입지원서비스

•자녀입학및학업관리서비스



홈스테이

선별된홈스테이

•엄격한심사

기준을통해

선별한

경험있는

최상급

홈스테이만

제공합니다.

홈스테이관리

•홈스테이와

PDI전담직원과

연계된 24시간

긴급연락망을

통한안전한

생활을

약속합니다. 

호스트가족교육

•사전에호스트

가족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진행하여

한국학생들의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호스트 가족정보

•출발전

홈스테이가족

정보및사진,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대한

친밀도와

신뢰감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춤식배정

•사전설문

조사를통해

학생들의

선호도와

성향을최우선

고려한맞춤식

배정을합니다

Safe

Clean

Friendly



PDI 시설

강의실 (대) 강의실 (중) 밀착교육실 학생지원실

휴게실 체육실 학원정문 학원앞전철역



체험담

한국에서는받아볼수없었던소인수정예과정을통해영어를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되었고다른학원에서는불가능했던질문이있을때바로앞에

선생님에게물어보면서공부할수있다는점이 PDI의가장큰장점입니다.

2015년소인수어학연수이모양

늘신경써주시는선생님과마주앉아공부하면서영어에대한자신감이생겼고

자기가필요한영역에대해속시원하게언제나질문하고답변을들을수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영어교육후에는좋은일자리까지알선해주시고일하는

동안에도면밀히서포트해주셔서정말유익한시간을보낼수있었습니다.

2014년워킹홀리데이인턴십과정박모씨

처음에는오기싫었지만너무좋은시간을보냈습니다. 홈스테이엄마도너무자상

하셨고같이있던홈스테이동생들도과도너무재밌게잘지냈습니다. 공부는좀

어려웠지만확실히많이실력이향상된것같아서기분이좋습니다. 미국여행이

제일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캐나다에와서유학을하고싶은생각이생겼습니다.

2014년여름캠프김모양 (초6학년)

아이를캐나다에혼자보내고처음 1년간많은우여곡절이있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바와는다르게한국인홈스테이집에서제대로이행해주지않은점도

많았고아이공부나학사관리에제대로대응해주지못해많은한국에서

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러나 PDI의조기유학관리시스템을접하고정말한국에

있는학부모가원하는바를속시원하게모두커버해주시는것에정말

놀라왔습니다. 모든조기유학생부모님들에게꼭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2012년부터조기유학을하고있는이모군의아버님



PDI Academy

English + Experience Company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Tel:+1- 604-569-2623

전화: 070-8249-4576

Fax: +1-604-689-8776

카톡: pdicanada

Email: info@pdicanada.com

홈페이지: www.pdicanada.net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