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친구 만들고 록키에서 인생 샷 찍자 !

2019 여름 캐나다 어드밴처 캠프
록키여행+스포츠캠프+YMCA캠프+영어캠프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PDI만의 매주가 색다른 4-in-1 캠프

4주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스포츠캠프 
2010년 올림픽 경기장에서 또래 캐나다인 친구들과 살아있는 영어를 쓰며
다양한 동계 및 하계 올림픽 스포츠의 기본을 연마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우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2주  YMCA어드밴처 캠프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둘러쌓인 밴쿠버 근교의 캠프장에서 
캐나다인 현지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스포츠 등을 
즐기며 평생 잊지 못할 단체 생활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3주  소수정예(최대6명)로 진행되는 영어캠프&현지인교류 액티비티
현지인 선생님과 최대 6명이 같이 하는 소수정예 수업은 
과외식 밀착 수업을 통해 개개인 실력을 단시일내에 최대한 끌어 올려줍니다. 

1주  5박 6일 록키여행
5박6일 동안 캐나다 서부, 록키산맥, 밴프 및 레이크 루이스의 
웅장함을 만끽합니다.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아이만 혼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699만원 (+15만원 신청비)
기간 4주, 2019년 7월 29일 (월) 인천 출발 ~ 8월25일 (일) 인천 도착
대상 신체 건강한 만8세 이상 아동

포함 내용
-록키 여행, 5박6일, 호텔숙박과 식사 포함
-영어캠프, 소수정원제 (최대 6명) 밀착 수업 및 현지인 교류 액티비티
- 스포츠캠프, 현지인 학생들과 스포츠를 통한 친목을 다지며 살아있는 영어 배우기
-YMCA 어드벤처 캠프, 현지인 학생들과 캠프장에서 공동 생활 
-영어캠프 및 스포츠캠프시, 2주 동안 홈스테이, 식사 포함, 2인 1실
-토요일 액티비티
-가디언 서비스

불포함 내용 
-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용돈 CAD 500달러

어드밴처 캠프 프로그램 안내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가족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족캠프 프로그램

가격 850만원 (부모 1인 + 아동 1인) 1250만원 (부모 1인 + 아동 2인) /신청비 15만원/인
대상 아동 만 4세부터 + 동반 성인

포함 내용
-부모와 아동- 1주 (5박6일) 록키여행 (호텔, 식사 포함)
-아동 - 1주 영어캠프
-아동 – 1주 스포츠캠프  (4, 5세는 오전만 진행, 부모는 센터에 대기 필수)
-아동 – 주말 액티비티
-아동 - 1주 YMCA 캠프 참가 (YMCA캠프는 만 8세부터, 미만일시 스포츠캠프로 대체)
-부모 - 2주 소수정예 영어수업 (아동 영어캠프 및 스포츠캠프 시 10:00 – 13:00)
불포함 내용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숙소 및 생활비 (물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
옵션
-홈스테이 3주 (2주 - 4주, 1일 3식 포함, 공항픽업 포함),
2인 가족 90만원, 3인 가족 130만원
-록키여행 (기본 4인1실)
o 3인1실 +20만원
o 2인 1실 +40만원 
-록키여행 부모 1인 추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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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WED THU FRI SAT

인천공항 출발
밴쿠버 도착

29 30 31 1 2 3

5 6 7 8  9 104

12 13 14 15 16 17
11

19 20 21 22 23 2418

밴쿠버 지역 관광
*Queen Elizbeth
Park 식물원
*Downtown
Vancouver
*Chinatown
*Metrotown

록키여행

록키여행 록키여행 록키여행 록키여행 록키여행
▶검은 곰들의 
놀이터 호프
▶캐나다 서부 록키
 지맥인 코키할라고개 
▶컨츄리 뮤직의 
중심지 메릿과 두개의
톰슨강이 합류하는 
캠룹스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사의 
본거지 레벨스톡

▶세계 3대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 
▶아기자기한 매력!
밴프 시티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 
레이크루이즈 

▶럭셔리함과 
자연의경치가 더해진
페어몬트 계열의
샤또레이크 루이즈호텔 
▶록키 산맥 심장부 
카나나스키스 계곡

▶밴프 스프링스 호텔 
▶보우 폭포, 보우강 
▶서프라이즈 코너 
▶요호 국립공원 
▶에메랄드 호수 
▶자연의 다리

▶조식 후 호텔 출발
 
▶BC 남동부 내륙도시 
새먼암,캠룹스,메릿을 
지나 호프, 칠리왁을 
경유 해서 밴쿠버 도착

YMCA캠프 YMCA캠프 YMCA캠프 YMCA캠프 YMCA캠프 YMCA캠프 주말 Activity

주말 Activity

Waterfront –
swimming,
voyageur canoes
and Stand up
Paddle boards

Waterfront –
sailing,canoeing
kayaking, fishing

Land Sports &
Challenges 1
– low & high 
ropes courses,
basketball,
soccer, volleyball

Land Sports &
Challenges 2 
– archery, tennis,
tetherball, 
ultimate Frisbee, 
rock climbing on
our new climbing
wall

Outdoor Living
Skills – 
canoe trips,
hiking trips,
outdoor cooking,
shelter building,
map and 
compass,low-
impact camping

Creative &
Environmental –
art, drama, music
campfires,nature 
walks to “BigTree” 
and global
adventures

린 캐년 PARK
서스펜션브릿지
Lonsdale Quay

홈스테이 가족과
Activity

홈스테이 가족과
Activity

English Camp
Orientation
Level Testing
Essay Writing.
Debating,
Interactive
Studies Daily 
Activity
Canada Place,
Coal Harbour

English Camp
Reading,Listening
Book Reading
Interview Skills,
Pronunciation,
Guided Studies
Daily Activity
Library,
Chinatown

English Camp
Grammar &
Vocabulary,
Book Reading
Conversation,
Daily Activity
Stanley Park

English Camp
Speaking,Writing,
Book Reading 
Book Report 
Presentation,
Interactive Studi
es Korean Math
Daily Activity
Gastown

English Camp
Reading,Listening,
Book Reading
Interview Skills,
Pronunciation, 
Guided Studies
Daily Activity
Granville Island

아울렛 쇼핑

Sports Camp Sports Camp Sports Camp Sports Camp Sports Camp
Introduction
Soccer Dribbling
Skills /Soccer
Scrimmage
Handball&Endball
LUNCH BREAK
Freeze Tag
Floorball
Basketball
shooting,passing
skils/Basketball
Game

Ice Skating
Tree Rock Bridge
Lava
Intro to tennis
LUNCH BREAK
Rock Climbing
Tortoise Tag,
Electric Fence
Table Tennis
European Handball
Gaga Ball

Skadoosh
Battleship
Rock Climbing
LUNCH BREAK
Badminton Skills
Badminton Relay
Intro to Volleyball
Ultimate Frisbee

Four Corners
Speed Rock Paper
Scissors
Octopus
Camper’s Choice
LUNCH BREAK
Volcanoes and
Valleys
Basketball
Ice Skating
Gaga Ball

Sports Camp
Oval Gauntlet
Dodgeball Games
Obstacle Courses
LUNCH BREAK
Visit the Rox
Museum
Camper’s Choice

밴쿠버 출발
인천공항 도착
 (8/25, 일)

English Camp English Camp English Camp English Camp English Camp

SCHEDULE



캐나다에서 요리도 배워보는,
요리캠프 안내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대상       10-17세

비고
-기본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서 2~4주차 대체 
-밴쿠버 지역 유명 요리 학원과 협력하는 전문 요리 프로그램 
(매일 4시간, 9:00 – 13:00)
-모든 재료비 포함

추가 비용
-1주 대체 (2주차 YMCA) : 35만원
-2주 대체 (2주차 YMCA + 3주차 영어 또는 4주차 스포츠캠프): 65만원
-3주 대체 (여행 이외 나머지 전부): 95만원



SCHEDULE

MON TUE WED THU FRI

Italian
 
Pizzeria We begin 
our food journey 
by visiting Italy, home of 
simple ingredients with 
big flavour! 
Discover how dough rises
and learn the secrets of 
the perfectly thin-crust 
pizza and fluffy gnocchi.
 
Rustic Neapolitan Pizza 
Gnocchi with 
Mortar & Pestle Pesto

Chinese

Different Explore 
the treasured traditions 
of China with our 
dim sum-inspired class.
Learn about their dining
 rituals,ingredients,
and leave a dumpling 
wrapping pro!
 
Handmade Chicken &
Bok Choy Wontons
Steamed Bao Buns with
Chinese Five Spice
BBQ Sauce

Canadian

We’re making a stop 
at home for Day 3! 
We’ll discuss what 
vegetables grow 
close to home, and 
why eating seasonally
impacts the planet.
A hearty soup will be 
enjoyed with freshly
-baked bread and 
handmade butter using 
local dairy.
 
Fresh Baked Bread & 
Butter Hearty Minestrone
Soup

Japanese

Let’s take a deep dive into 
Japan’s food culture! 
Understand how their 
unique geography 
has shaped their food and
their appreciation 
for eye-pleasing 
presentation.

Miso Soup Two-Ways
Vegetable Temaki Rolls

French
 
Our last stop is 
food-obsessed France.
We’ll create bistro 
favourites using classic 
techniques and share
stories on why they are 
one of the great culinary
capitals of the world.
Bon appetit! 

Ham & Cheese Buckwheat
Crepes (Galette)
Tarte Aux Pommes

Mexican
 
Tortilla Soup with pulled
chicken, fresh herbs and
feta cheese Fresh Guacamole
and Tortilla Chips Fish Tacos
with battered cod, chipotle
aioli,pico de gallo, 
and lime cabbage Mexican 
Stuffed Peppers 
Chocolate Chile Cookies

Italian
 
Soft Pretzles with honey
mustard dipping sauce
Zucchini Lasagne Rollup
with a ground pork
tomato sauce Warm 
Ceaser Salad Brussel
Sprouts Bruschetta 
in parmesan baskets Vanilla
 Sabayon with 
fresh strawberries,
balsamic glaze and
black pepper.

Thai

Tom Kha Gai- the BEST
thai coconut soup!!
Coconut Breaded Shrimp
with a sweet chile sauce
Sweet potato skins 
with fresh pomegrante,
cilantro, lime and coconut
cream Sticky Thai Meatballs
Thai Pineapple Fried Rice

Greek
 
Spanokapita Triangles 
Mediterranean Polenta 
Cups Chicken Souvlaki
with Tzatziki Homemade
pita bread Grilled Greek Salad

Baking

Banana Loaf served with 
fresh yogurt and fruit 
for lunch Sugar Cookies from 
Scratch! Children will learn 
how to make the dough 
and decorate them 
in summer the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