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sung Educations 유학컨설팅 101-814 the 15Th Street North Vancouver  

문의전화 604 248 6585  한국에서 문의 070- 7883-3245(한국오전 중 전화주세요)  
 

Whisung Educations의  

밴쿠버 조기 유학 경험 겨울캠프 

 
 

밴쿠버 조기유학을 계획중이세요?  

이번 겨울 방학동안 알차게 영어공부를 시키실 계획이 있으세요?  
 

한국 중국 학생들만 가득차있고 의미없는 밴쿠버 시내 관광만 하는 겨울캠프보다는 밴쿠버의 실제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밴쿠버 조기유학 맛보기 겨울 캠프에 참여하세요.   
 

Whisung Educations의 겨울캠프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겨울 캠프는  

12월 22일 부터 2월 16일 까지 진행됩니다.  
 

매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앞서 가는 학생들의 선택이 되는 Whisung Education의 겨울캠프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다른 

겨울 프로그램과 많이 다릅니다. 유학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현지 어학원 혹은 대학에서 진행되는 겨울 캠프는 1:8-

12명 정도의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단체 관광 형식으로 밴쿠버 시내에 있는 명소를 찾아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캠프의 비효율성을 많이 실감하신 부모님들은 현지 학교에 단기로 4-8주 정도 수업을 

참여시키십니다만, 그 기간 동안 현지 친구를 사귀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거나, 수업에 잘 적응하여 많은 것을 배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단지 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 선생님과의 밀착 교육으로 4-6주 동안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 현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Activity참가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학에 대한 

사전 경험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유학원을 통한 

현지어학원 위탁 

프로그램 

오전에 영어수업  

오후에는 단체 관광  

(주로 밴쿠버 다운타운)   

인터네셔널 학생들과 섞여 단체수업  

오후는 현지 리더들과 함께 단체관광  

Activity는 거의 없음  

한국유학원을 통한  

현지교육청 Schooling 

프로그램 

오후 3시까지 현지학교수업  

그후 현지학교 afterschool 

수업  

Laser tag 혹은 Bowling등 
activities 

현지 학교 수업을 참여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영어수업을 

받을 수는 없음  

Laser Tag이나 Bowling등 시간 때우기 식 activities에 참여  

Whisung Educations의  

겨울캠프 프로그램  

오전 현지 선생님과  

1:2 혹은 1:3 영어수업  

오후 현지학생들이 참가하는 

여러가지 afterschool 

activities에 직접 참여 

Whisung Educations의 경험많은 선생님과 함께 6주 혹은 

8주간 intensive 영어교육 

현지 아이들의 afterschool program에서 캐네디언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  

과학, 예술, 운동, 놀이, 스키, 스케이트, 펜싱, 요가 드라마 

등 여러가지 활동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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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서 가는 엄마, 아빠들의 선택 

Whisung Educations의 겨울 캠프는  

목표가 있기때문에 알찹니다.  
 

목표 1 : 8주 안에 현재 영어레벨보다 두 학년 위의 레벨의 영어실력으로 도약  

인터네셔널만 모여서 하는 단체 수업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학교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캐나다 학교의 수업을 직접체험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영어실력의 상승을 가져 오지는 못합니다. 겨울 Schooling은 현지학생들의 2nd 

term에 참가하여 4주 정도의 학교생활을 해 보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문화적, 영어적 

적응을 할 쯤이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참여가 되기 쉽습니다. Whisung 

Educations의 경험많은 캐나다 공립 교사출신 선생님들과 1:2,혹은 1:3 수업(레벨에 따라) 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더 

많은 시간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올바른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회화 수업은 캐나다 1년치 커리큘럼을 

8주안에 배움으로써 리딩와 리스닝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등 한국에서는 영어로 배우기 힘든 수학과 사회, 과학 

과목들도 다 함께 영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숙제시간 단어외우기 시간 등을 통해 단지 현지 체험 수준의 

영어공부가 아닌 한단계 위의 영어레벨로 도약하게 합니다.  

 

목표 2: 현지 어린이들과 똑같은 Afterschool Program에 참여  

밴쿠버의 현지 어린이들은 학교를 끝나면 자신의 흥미에 따라 많은 Afterschool 

Activities에 참여합니다. 현지의 부모들은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학원이나 대형학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진짜 

activities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습니다. Whisung Educations은 밴쿠버와 

노스쇼어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Activiti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Vancouver Symphony 

Orchestra의 콘서트, 매주 배우는 스케이트, 요가, 펜싱 등 체육활동, 트렘폴린과 같은 놀이활동, 드라마 클럽과 같은 

아이들의 여러가지 소질들을 발견해 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홀리데이 

기간동안에는 올림픽 스키장으로도 사용된 Cypress에서 intensive한 스키레슨도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말동안에는 McMillan Space Center의 

field trip과 밴쿠버 Aquarium에서 주최하는 Biology Club에도 참여해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목표 3: 스키, 스케이트, 펜싱 등의 기본기술 익히기와 건강한 방학보내기   

한국에서 접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스포츠 

액티비티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겨울방학동안 게을러 

지기도 쉽겠지만, Whisung Educations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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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포함 액티비티 프로그램 소개  
 

단지 자녀들을 재미없는 Afterschool 영어 수업에만 참여시키다고요.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 캠프에서 엄두도 낼 수 없는 다양함 Whisung Educations의 겨울 캠프에만 있습니다.  

Cypress Christmas  
Ski Camp 

 

12월 23,24,25,27 

혹은 

12월 28,29,30,31  

오전 830-오후 330 

레벨에 따른 스키, 스노우보드 수업 

캐네디언코치에 의한 영어로 교육  

만 7-14세  

UME  
Space Odyssey Design  
 

 

1월 2-5일  

오전 900-오후 300  

물리, 우주과학, 컴퓨터 교육, 

로켓론칭 등  실험교육  

만 8-13세  

McMillan  
Space Center  
Field Trip  

 

1월 6일  

오전 

천문우주과학 센터인 McMillan 

Space 센터 견학, Planetarium과 

여러가지 우주전시 관람  

Vancouver  
Symphony Orchestra 
Concert   

 

1월 7일  

오후  

북미 최고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린이 대상 콘서트 관람  

Vancouver  
Aquarium  
Biologist Club  

 

1월 13일, 20일  

오전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실시하는 

생물체험 프로그램  

만 10세-12세  

Vancouver  
Science World  
Bio-chemistry Lab    

1월 12일 19일  

오후  

밴쿠버 사이언스월드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생물,화학 체험 프로그램  

만 8세 12세  

Ice Skating Lesson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레벨에 따른 영어로 진행되는 

스케이팅 레슨  

Child Yoga Lesson  

 

1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기초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요가레슨  

만 9세부터 12세  

Floor Hockey  

 

1월 9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현지 어린이들과 신나게 뛸수 있는 

실내하키 프로그램  

만 8세부터 10세  

Freestyle Trampoline  

 

1월 10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체력과 균형감각 안전을 배우면서 

현지 어린이와 신나게 놀수 있는 

프로그램 만 8세 13세  

Drama Club  

 

1월 11일 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영어 

드라마 클럽 만 8세부터 12세  

Fencing Beginner  

 

1월 1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현지 어린이들 코치들과 함께하는 

펜싱 입문 코스  

만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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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교통 arrangement  
부모님과 함께 오실때를 대비해 세가지 숙소 Option을 제공해 드립니다.  

1.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 단기 렌트 (1가족 당 1 room – Living Room, 부엌, 욕실 공유)  

2. North Shore 지역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Homestay  

3. 자녀와 부모만 거주할 수 있는 단독 단기 렌트 (선호에 따라 1bed/2bed 선택)  
 

어린이들을 각자의 숙소에서 픽업하고 모든 Activity장소로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모든 Activity가 끝난후 각자의 숙소로도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따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없고, 차량을 운행하시기 

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따로 렌트카를 섭외해 드립니다.  
 

Whisung Educations의 2018년 9월 입학 수속과 진학, 학습 컨설팅  
학생들이 수업과 Activity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모님들을 위한 유학 

수속과 현지정착, 미국대학 진학, 미국 보딩스쿨 진학, 한국대학 진학 등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스밴, 

웨스트밴 지역의 학교 탐방과 각 교육청 International 담당자와 미팅을 함께 

합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  10월 31일 까지 Afterschool Activity는 현지에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관계로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등록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Option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11월 31일 까지  Afterschool Activity, 숙소 등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차 기간 중 등록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면에서도 1차 신청보다는 비싸집니다.  

 

비용  
Whisung Educations의 겨울캠프에는 중간 소개비나 거품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Activity의 원가와 수업의 가격을 

정확하게 공개해 드립니다. 유학원과 어학원에서 커미션 부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와 Activity에 쓰세요.  

필수 등록 사항  오전 영어강화 프로그램  

오후 Afterschool Activity 프로그램  

토요일 혹은 휴일에 있을 필수 Club프로그램  

학생 의료 보험료  

월-금 학원에서 진행되는 영어 강화 

프로그램 10am-3pm과 점심, 라이드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포함 사항  숙소, 개인적으로 빌리는 렌트카,  

첫 두주 진행되는 Cypress Ski Camp와 장비렌탈  

공항 픽업과 환송  

월-금 프로그램 진행 중 점심을 제외한 식비  

원하시는 숙소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