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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전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PDI ACADEMY 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 사항입니다. 

1. 여권은 유효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여권사본을 남겨두도록 합니다.    

2. 본 학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잔고증명서 (1달 체류 간 백만원 또는 1000달러 상당,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것), 워킹홀리데이 합격자는 합격레터 인쇄하여 준비 합니다. 

3. 밴쿠버 직항 항로는 대한항공 또는 에어캐나다로 여행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가 혼자서 여행을 할 경우, 만 5세 ~ 11세 의무적으로, 12세 ~ 16세는 옵션으로 항공사 UM 서

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UM 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https://kr.koreanair.com/global/ko/traveling/services1/special-assistance/canada-um.html (대한항공) 

http://www.aircanada.co.kr/html/sub_help_mn03_um/default.asp (에어캐나다) 

5.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 공부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스터디퍼밋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eTA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

ko.asp  

6.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시고 오실수도 있습니다..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1s1&language=ko 

다만, 육로로  (예, 밴쿠버에서 씨애틀) 미국을 방문 하실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고 국경 통과 하실때  I-

94W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STA는 항공이나 배로 미국을 입국하실때만 필요합니다. 

7. 본인의 짐 (항공사 별로 수하물 규정이 다르니 미리 항공사에 연락하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짐을 꾸

려야 합니다. 보통은 기내용 캐리어 7~10KG 1개, 수하물 20~23KG 2개정도 입니다.) 

8. 캐나다 현지에서 지낼 곳의 주소 (호텔이나 홈스테이 주소)를 꼭 확인합니다. 홈스테이 정보는 출발 2주

전에 통보 해드립니다.  

9. 육류, 야채, 낙농제품 등의 음식물은 가져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가져올 경우 세관신고서에 꼭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담배는 1보루, 술은 750ml를 넘으면 관세 대상이니 주의를 바랍니다.   선물은 일인당 60

불 이하의 품목만 허용되며 술 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s://kr.koreanair.com/global/ko/traveling/services1/special-assistance/canada-um.html
http://www.aircanada.co.kr/html/sub_help_mn03_um/default.asp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1s1&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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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체크리스트 
 

항  목 내  용 

여권 유효기간(6 개월 이상)을 꼭 확인. 분실대비 사본과 사진은 따로 보관 

항공권 
예약 상태 및 날짜 확인 및 사본(귀국 티켓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 체크인시 

구입했을때 사용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도있음 

기타서류 

eTA (캐나다), ESTA(미국) 신청. 본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은행잔고 확인서 

(1 달 체류시 1000 불 또는 100 만원, 주니어캠프는 불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확인레터 필요. 

환전 

캐나다 달러는 한국에서 환전해오는게 좋음 (참고로 캐나다 모든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고 있고 한국처럼 현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니어캠프 

참가자는 1 주일당 현금 100 불 준비 

신용카드 비자, 매스터카드는 모든 상점에서 사용가능 AMEX 나 다이너스는 많지않음 

유학생.여행 보험 국내에서 가입, 필수입니다. 

비상약 감기, 지사 소화제, 복용중인 약이 있는 경우 처방전 

교재 및 전자사전 한국에서 보던 영어책 

필기구 현지에서 구매가능, 품질은 한국 것이 좋습니다. 

개인 노트북 어학원내 무선인터넷이 가능 

의류 
속옷, 양말, 겉옷, 외투 1-2 벌, 수건 2-3 장 (홈스테이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밴쿠버는 여름은 한국의 봄날씨, 겨울은 늦가을 정도의 온화한 기후입니다) 

신발 슬리퍼, 샌들, 운동화 등 

휴대폰 

장기 유학생의 경우엔 유심은 현지에서 가입 하면 저렴 함.  단기 학생은 많이 

퍼져있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 권장.  (주니어캠프 캠프 참가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면도구 
칫솔, 비누, 샴푸, 린스, 목욕용품 등  * 주의 – 캐나다의 화장실에는 한국처럼 

바닥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사용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및 기타 사용중인 화장품 및 여성용품을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썬크림 자외선 차단제 필수 준비 (SPF 30 이상) 

수영복 밴쿠버 시내에는 많은 해변과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플러그 연결코드 110V 용 돼지코 3-4 개 준비 

안경 및 렌즈 예비품 준비 

우산 밴쿠버의 봄 가을은 비가 많습니다. 

기타 
필요시 라면 간식 등 (현지에 한국마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선물 홈스테이를 할 경우엔 한국을 대표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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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절차 

한국 출발 시 

 

1. 늦어도 출발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도착하여 해당하는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갑니다.  

 

2.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하여 여권과 항공권을 제출한뒤 수화물을 부치고 탑승권 및 수화물번호가 적

힌 스티커를 줍니다 (수화물 추적용).  그리고 탑승권을 받고 GATE 번호와 좌석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보안검사를 합니다. 보안검사 시 액체, 스프레이, 라이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으

니 미리 확인하여 집에 두고 오던지 수화물에 넣어 보내야 합니다.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모

든 것을 바구니에 넣고 기계로 통과 시킨 후 본인은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하고 통과합니다.  노트북 컴퓨

터 소지시, 가방에서 커내서 바구니에 따로 넣습니다. 

 

4. 출국 심사장에서는 심사관에게 여권 및 탑승권을 보여주면 이상이 없을 시 도장을 받고 통과 합니다. 

 

5. 이후 면세점이 나옵니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 각 품목당 면세한도($60)가 넘지 않도록 주의 합니

다. 넘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쇼핑하느라 비행기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6. 본인의 비행기가 출발 할 GATE를 찾아가야 하는데 넉넉히 비행기 출발 40분 전까지는 GATE앞에 도착하

여 있어야 합니다. 출발 30분전부터 탑승을 시작하여 출발 10분전에 GATE를 닫습니다. 또한 GATE에 따

라 내부전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정표를 잘 따라 갑니다.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614-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Tel 604-569-2623  Fax 604-689-8776 info@pdicanada.com 

캐나다 입국 절차 

캐나다 입국시 

 

1. 밴쿠버 공항 도착 후 미국 연결 승객과 캐나다 입국 승객의 이동통로가 나

뉘어 져 있습니다. 밴쿠버에 입국하는 승객은 모두 Canada Arrivals 방향

으로 이동하여 캐나다 입국 심사를 시작합니다. 

 
 

 

2. 외국인 (Foreign Passport Holder) 심사받는 곳에서 줄서서 기다린 후 자

동 세관/입국신고* SELF-SEVICE KIOSK 기계를 사용하여 여권을 스캔하고 

한국어 설명서를 따라 정보를 기입합니다.  발급되는 확신서를 가지고 입

국 심사를 받습니다.   보통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및 이전에 위험지역에 다

녀온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기존의 입국신고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학습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

사관의 요구에 따라 학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잔고증명서, 귀국항공권 

등을 보여줍니다.  

 
 

 
 
 

4. 입국 심사대를 거치면 오른쪽에 Canada  Immigration(입국 심사국) 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무비자)의 경우 이곳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학

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이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

자를 발급 받습니다. 

 
 

 

5. 밴쿠버 입국장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가 나오고 입국심사 후 짐을 찾습니

다.  짐을 찾는 Baggage Carousel의 번호는 타고 온 항공기에서 도착 할 

무렵 방송으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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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짐을 찾은 후 출구로 쪽으로 향합니다.  출구 쪽의 세관직원에게 입국심

사때 돌려 받은 세관/입국신고서 를 건내줍니다. 세관 상에 문제가 없

으면 통과 하여 출구나옵니다.    

 

 
 
 

7. 공항픽업을 신청하셨을 경우 만남의 장소에서 이름이 적힌 사인을 든 

픽업 상대와 만나게 되십니다.    픽업이 없을 경우 출구 앞 2층의 스카

이트레인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스카이트레인 탑승권을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여 스카이트레인을 탑승 하면 됩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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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캐나다 통화 

캐나다 통화 시스템은 미국 및 호주,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달러 (dollar)와 센트 (cents)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는 1 센트, 5 센트, 10 센트, 25 센트 동전 외에도 각각 "루니 (loonie)","투니 (toonie)"로 불리는 1 달러, 

2 달러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는 각각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5 달러 (청색), 10 달러 (보라색), 20 달러 (녹색), 

50 달러 (적색), 100 달러 (갈색) 지폐로 나뉩니다. 

 

 

은행이나 공항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에서 미국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호텔에서는 보통 은행과 유사한 환율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환전하기 

캐나다의 금융기관, 은행, 신탁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주요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지만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환율을 알고 싶다면 캐나다은행 환율 변환기 (Bank of Canada's Currency Coverter)를 이용하세요. 

 

소비세 및 GST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goods and services tax)"을 일컫는 GST 는 캐나다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에 5%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알버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5~10%에 이르는 소비세 (PST)를 구매나 금융 

취급 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주에서는 PST 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주와 노바스코샤주, 

http://www.bankofcanada.ca/en/rates/exchfor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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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스윅주에서는 13%인 HST (harmonized sales tax)가 GST 와 PST 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호텔과 

상점에서는 HST 에 GST 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및 은행 ATM 

아멕스나 마스터 카드, 비자 카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한국의 해당 카드 업체에서 자동으로 환율이 적용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를 캐나다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손쉽게 은행 ATM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rac, Plus, Cirrus, Maestro 등과 같은 대부분의 

국제 은행카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캐나다 ATM 에서도 언제든지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ATM 은 

은행이나 상점, 공항, 그리고 그 외 많은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ATM 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 

캐나다 달러로 된 여행자 수표는 대부분의 캐나다 레스토랑과 호텔, 상점에서 현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시간 

표준 은행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만 시내 많은 

은행들이 오후 6 시또는 8 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평일 오후 5 시 이후 또는 주말 은행 이용 내역은 다음 업무 날짜로 기록 됩기도 합니다.  

 

팁 

캐나다에서는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팁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의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직원의 월급은 상당 부분 손님들의 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단체 손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10~15%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발사나 헤어드레서, 택시 운전사에게도 10~15%의 팁을 지불합니다. 호텔 및 공항, 철도역의 사환이나 도어맨, 

짐꾼 등에게는 가방당 $1~$2 의 팁을 지불합니다. 캐나다의 바( bar) 또는 나이트클럽에서는 바(bar) 또는 

테이블에서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내 및 장거리 전화 

캐나다 전화 시스템은 미국과 거의 같습니다. 캐나다의 전화번호는 10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3 개의 

숫자는 지역번호이고 나머지 7 개의 숫자는 전화번호를 가리킵니다 (예, 555-555-5555). 장거리 전화를 걸 

경우에는 먼저 "1"을 누르고 지역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아닌 해외로 전화를 걸 경우, 먼저 011 을 누른 뒤, 국가 번호와 지역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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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에는 북미의 각 지역번호와 자주 사용되는 해외 국가의 국가번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번호 안내를 받고 싶다면 1+지역번호+555-1212 를 누르세요. 공중전화에서 걸 경우 무료입니다. 

공중전화 및 전화번호부 맨 첫 장에 시내 또는 장거리 전화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환원 도움이 필요할 경우, 0 번을 누르세요. 전화번호 안내의 경우는 411 입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앰뷸런스 

서비스에 전화를 걸 경우 911 을 누르면 됩니다. 

밴쿠버 지역의 지역번호는 604, 778, 236 이 있으며 광역 밴쿠버 외곽 지역은 250 을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시간대 

캐나다에는 전 세계 24 개의 표준 시간대 중에 6 개가 존재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뉴펀들랜드 표준 

시간대, 아틀란틱 표준 시간대, 동부 표준 시간대, 중부 표준 시간대, 산악 표준 시간대, 퍼시픽 표준 시간대로 

나뉩니다. 몇 주와 준주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쌍방향 지도 (interactive map)에서 현재 

시간과 캐나다의 여섯 개 표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표준 시간은 협정 세계시 (Coordinated Universal Time)의 표준시간보다 8 시간 뒤이며 서머타임제 

동안에는 7 시간 뒤입니다. 최동단 시간대는 뉴편들랜드 시간이며 퍼시픽 시간보다 4.5 시간 빠릅니다. 

서머 타임제 

캐나다에서는 사스카츄완주를 제외하고 전역에서 3 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 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스카츄완주에서는 1 년 내내 표준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각 주, 

준주의 서머 타임제 시행날짜를 알고 싶다면 이 곳을 클릭하세요. 

캐나다의 공휴일 

은행과 관공서, 학교, 특정 상점 등은 아래와 같은 캐나다 국경일,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정 – 1 월 1 일 (대체 공휴일 적용) 

성 금요일과 부활절 (Good Friday & Easter) 금요일 부터 월요일까지 연결 되는 연휴로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빅토리아 데이 - 5 월 25 일 이전 월요일 

캐나다 데이 - 7 월 1 일 (대체 공휴일 적용) 

노동절 - 9 월 첫째 주 월요일 

추수감사절 - 10 월 둘째 주 월요일 

캐나다 현충일 - 11 월 11 일 

크리스마스 - 12 월 25 일 (대체 공휴일 적용) 

박싱 데이 - 12 월 26 일 (대체 공휴일 적용)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데이 (BC Day)- 8 월 첫째 주 월요일 

연방 및 각 주, 준주별 전체 공휴일 리스트는 http://www.statutoryholidays.com/bc.php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explore/places-to-go#/exf-view/grid
http://www.nrc-cnrc.gc.ca/eng/services/time/web_clock.html
http://www.statutoryholidays.com/b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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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 

여행자 건강보험 

여행을 떠나기 전, 여러분의 보험이 해외 여행 중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여행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입국 시 보험 ID 와 응급 번호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캐나다의 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주정부와 병원 당국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병원 진료비는 진료 기간과 진료 정도에 에 근거하여 하루 

단위로 청구됩니다. 의료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하루에 C$1,000~2,000 수준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24 시간 동안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예약없이 방문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에 따라, 진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화번호부에서 "병원 (Clinics, Medical)" 항목 

아래에서 병원을 찾아 방문하면 됩니다.   한인 의사 및 병원 리스트: http://ca.koreaportal.com/yp/yp_list.php?mcode=hea 

 

약 처방과 약국 

캐나다를 방문 시, 복용하는 모든 약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약이 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전 사본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적어도 한 곳의 24 시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으며 많은 식료품점 내부에서도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모든 약은 약 관련 라벨을 붙인 채로 원래의 약봉투에 담아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래의 약 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편지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분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만일을 위해 안경이나 렌즈 교체 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좋습니다. 

 

응급 서비스 

대부분의 캐나다 도시에서는 91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아무 전화를 이용하여 911 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소방서 또는 앰뷸런스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11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0"번을 눌러 교환원에게 경찰이나 소방서, 앰뷸런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세요.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료로 응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911 에 전화 걸어 ‘KOREAN’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3 자 통역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및 백신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방 접종이나 백신은 없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여행한다면 해외 여행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 더 자세한 조언을 위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최근 여행 건강 

정보를 얻고 싶다면 캐나다 공중보건국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ca.koreaportal.com/yp/yp_list.php?mcode=hea
http://www.phac-aspc.gc.ca/index-eng.php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614-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Tel 604-569-2623  Fax 604-689-8776 info@pdicanada.com 

밴쿠버 대중교통 정보 

밴쿠버의 주요 대중쇼통 수단으로는 시내버스, Sky Train (경전철), Sea Bus (배) 등 3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밴쿠버(밴쿠버, 버나비,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코퀴틀람, 써리 등을 포함)는 1 Zone, 2 Zone, 3 Zone 등 

총 3 개의 Zone 으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교통 수단은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슷한 Campass 라는 카드를 충천해서 이용가능합니다. 파란색은 성인용, 

오랜지색은 어린이나 어르신용, 흰색은 1 회용입니다.  충전용 카드는 6 달러에 구입해야 하며 사용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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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대중교통 이용 가격표 

Zone 
현금또는  

1 회용가격 

충전용  

카드가격 

어린이가격 

카드 

현금동일 

1 Zone $2.75 $2.10 $1.75 

2 Zone $4 $3.15 $2.75 

3 Zone $5.50 $4.20 $3.75 

 

충전용 카드에는 해당 월에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는 월간패스도 충전할수 있습니다.  20 회 이상을 사용할시 

월간패스를 충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Skytrain 경전철 노선도 

 

 

 

Zone 성인 월간패스 어린이 월간패스 

1-Zone $91 $52 

2-Zone $124 $52 

3-Zone $17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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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지역 정보 

 

밴쿠버 대표 지역 

Downtown (다운타운) – 밴쿠버의 상업 중심, 고급 고층 거주지, 번화가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리파크, 

캐나다플레이스 등의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고 PDI 가 위치해 있는 밴쿠버의 중심지역입니다.  중심 번화가는 

Robson, Granville, Davie, Burrard 등이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을 사용 Burrard, Granville, City Centre, 

Waterfront 역에서 하차거나 밴쿠버 지역 모든 버스들이 다운타운을 종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Yaletown (예일타운) – 밴쿠버 다운타운 내의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뉴욕의 Soho 같은 트렌디 한 분위기를 즐길수 

있는 식당 및 상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을 사용 Yaletown – Roundhouse 역에서 하차. 

Richmond(리치몬드) – 중국계 자본으로 신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밴쿠버 인근지역으로 중국인 

상점 및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니 홍콩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스카이트레인을 사용 Aberdeen, 

Lansdowne, Richmond-Brighouse 역에서 하차하거나 버스 403 를 사용 리치몬드 중심가인 No. 3 Road 에서 

하차합니다. 

Coquitlam(코퀴틀람) –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워 지는 밴쿠버시와 코퀴틀람시 경계 도로인 Boundary Road 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식당 및 식료품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을 사용 Lougheed Town 

Centre 에서 하차 하거나 152 번 버스 등을 이용합니다. 

Commercial(코멀셜) – 유럽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Commercial Street 주변 지역으로 Little Italy 을 

포함 다양한 유럽계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20 번 Commercial 버스를 이용합니다. 

 

한국 마트 

H-Mart – 한인계 북미 최대 마트 체인입니다. 

http://www.hmart.ca/  

T&T – 중국계 대형 마트로 해산물, 육류 및 채소 및과일이신선하고 저렴합니다. 

https://www.tnt-supermarket.com  

Kim’s Mart – 소형 마트이지만 저렴하기로 유명합니다. 

https://www.yelp.ca/biz/kims-mart-vancouver  

http://www.hmart.ca/
https://www.tnt-supermarket.com/
https://www.yelp.ca/biz/kims-mart-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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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한국 식당 

수라- 모던하며 트렌디한 한식 컨셉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의 한식당입니다.  밴쿠버 및 리치몬드에 지점이 

있습니다. 

http://www.surakoreancuisine.com/  

장모집 – 한국보다 맛있는 감자탕으로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http://www.jangmojib.ca/  

북경반점 – 다운타운에 위치한 밴쿠버를 대표하는 한국식 중국음식점입니다. 

https://www.yelp.ca/biz/bookkyung-ban-jeoum-korean-vancouver  

 

추천 맛집  

밴쿠버에 왔으면 꼭 한번 먹어봐야하는 밴쿠버를 대표하는 각 항목 최고의 식당 리스트 입니다.  저녁보다 평일 

점심 코스를 이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식 – 미쿠 (Miku) http://mikurestaurant.com/  

중식 – 키린 (Kirin) http://www.kirinrestaurants.com/  

시푸드 – 코스트 (Coast) http://www.glowbalgroup.com/coast/  

스테이크 – 블랙앤블루 (Black & Blue) http://www.glowbalgroup.com/blackblue/  

이탈리안 – 친친(Cin Cin) http://cincin.net/  

프렌치 – 르크로커다일 (Le Crocodile) http://lecrocodilerestaurant.com/  

캐다다 웨스트코스트 모던 요리 – 혹스워스 (Hawksworth) https://hawksworthrestaurant.com/  

  

http://www.surakoreancuisine.com/
http://www.jangmojib.ca/
https://www.yelp.ca/biz/bookkyung-ban-jeoum-korean-vancouver
http://mikurestaurant.com/
http://www.kirinrestaurants.com/
http://www.glowbalgroup.com/coast/
http://www.glowbalgroup.com/blackblue/
http://cincin.net/
http://lecrocodilerestaurant.com/
https://hawksworthrestaur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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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학원 

학원 이름: PDI –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학원 주소: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대표 전화: 604-569-2623, 무료국제전화 070-8249-4576 (현지 시간 월-금 10:00-18:00) 

대표 성명: Steward Hong (긴급전화 24 시간 +1-778-227-7599) 

카카오톡 :  pdicanada  

이메일:  korean@pdicanada.com 

 

  

공항에서 Skytrain 전철 탑승, 종점인 Waterfront 역에서 하차 Granville 출구 바로 앞 위치

 

 

대한민국 주밴쿠버 총영사관 

주소:  1090 W. Georgia Street, Suite 1600, Vancouver, BC V6E 3V7 

전화:  604-681-9581  

긴급: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 비상 당직 연락처 604-313-0911, 604-319-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