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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Group  

Intensive English Camp  
소수정원 밀착교육 어학연수 패키지 EMF-P 

 

캐나다 유일의 소수정원 밀착교육 어학연수 프로그램! 

- 한반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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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 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어학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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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Mastery Program All-in-One Package – (EMF-P) (P20)  

  

대상: 신체 건강한 18 세 이상 성인 

시작일 (캐나다기준) 

여름: 2016 월 6 월 6 일, 2016 년 7 월 4 일, 2016 년 8 월 1 일 

겨울: 2016 년 11 월 7 일, 2016 년 12 월 5 일, 2017 년 1 월 2 일 

포함 내역 불포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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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입국 오리엔테이션 

홈스테이 (1 일 3 식) 

공항픽업 

교재 일체 

 

항공권 

여행자 보험 

용돈 

현지 교통비 (~$1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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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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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