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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이상
VIU의 국제 학생

나나이모는 어떤 것들이 유명할까요?
나나이모 바

200개
90,000명
인근의 뉴캐슬 해양

스쿠버 다이빙

15 - 18세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

영어 능력 개발

주 20시간의 영어 교육

공원 및 가브리올라

섬 등 걷거나 둘러볼
수 있는 공원들.

나나이모의 인구

패들 보딩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언어 및 문화 캠프

주 20시간의 영어 교육에 사회 및 문화 활동과 단체 당일 여행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 활동 및 밴쿠버, 빅토리아 당일 여행

여름 캠프

VIU 준비 과정

4주: 2019년 7월 | 3주: 2019년 8월

1 - 8주 | 2018년 7월 4일 - 8월 25일
프로그램 비용: $1,388 - $8,030

6개 학부의 대학교 프로그램 소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imon Fraser
University 및 University of Victoria 방문
2주 | 2018년 7월 9일 - 20일,
프로그램 비용: 거주: $2,500 | 비거주: $2,000

어드벤처 캠프

캐나다의 야생 지역을 안전하게 탐험하는 방법을 배우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일주일간 도보 여행이나 카약을 즐깁니다.
2주 | 2018년 7월 8일 - 21일,
프로그램 비용: $2,800

world.viu.ca/high-school/summer-programs

집 라이닝

밴쿠버 섬의 아름다움은 7월과 8월에 활짝 피어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도인
빅토리아, 커시드럴 그로브의 거목들, 혼 레이크 동굴, 걸프 아일랜드, 토피노 해안을
둘러봅니다.

겨울 캠프

스케이트, 실내 암벽 등반, 겨울 동굴 탐험, 메이플 시럽 채취, 컬링, 원주민 예술, 춤,
요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주: 2019년 1월 | 3주: 2019년 2월

프로그램 비용: 3주: $1,550 | 4주: $1,974*
*숙박 및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world.viu.ca/elc/language-and-culture
* 가격은 캐나다 달러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

직장인 영어
프로페셔널

풀타임

맞춤 프로그램

전 세계의 학생, 기업, 교육 기관 및 정부를 위한 맞춤형 단체 및 계약 교육 프로그램.
world.viu.ca/elc

직무를 위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
7주 | 2월, 6월, 10월

프로그램 비용: $2,550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료증
프로페셔널

풀타임

파트타임

world.viu.ca/elc/tesl

주 100시간 수업 + 20시간의 영어 교육. 수업 참관
4주 | 1월(파트타임); 7월(풀타임)
프로그램 비용: $2,450

학업 준비
아카데믹

영어 교육, 기업 방문 및 야외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진행됐던 프로그램의 예:
행정, 경영

원예

경영

간호

베이킹, 요리

리더십

유아 교육 및 청소년 보육

사업 개발

춤, 음악, 미술

수의학

디지털 미디어

관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임원 교육

풀타임

5단계

world.viu.ca/elc/academic-preparation

viu.ca/groups

주 20시간 또는 34시간 수업. VIU 학위, 디플로마 및 수료 프로그램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6.5주 및 13주 | 1월, 2월, 5월, 6월, 9월, 10월
프로그램 비용: $2,550 및 $5,100

대학원 준비
아카데믹

풀타임

1단계

world.viu.ca/elc/graduate-preparation

독서 전략 개발, 독서 후 응답, 문헌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종합
9주 또는 13주 | 1월, 5월, 6월, 9월
프로그램 비용: $2,550 및 $5,100

의사소통
제너럴

풀타임

3단계

world.viu.ca/elc/com

영어 구사력 및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6.5주 및 13주 | 1월, 2월, 5월, 6월, 9월, 10월

워싱턴 산

프로그램 비용: $2,550 및 $5,100

나나이모

휘슬러

밴쿠버

빅토리아

캐나다
미국

시애틀

지역별 문의처:

중국: Cathy Jia - Cathy.Jia@viu.ca

facebook /WORLDVIU

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
Agarwal - Sumit.Agarwal@viu.ca

twitter @WORLDVIU

독일: Julia Laufer - Julia.Laufer@viu.ca

연락처 정보

International Education
Vancouver Island University
900 Fifth Street
Nanaimo, BC
Canada, V9R 5S5
전화: 1.250.740.6315
팩스: 1.250.740.6471
캐나다/미국 무료 전화:
1.888.920.2221
이메일: WorldVIU@viu.ca

world.viu.ca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대한민국:
Rasha Abu Ramadan - Rasha.AbuRamadan@viu.ca
아프리카/중동:
Zaa Nkweta - Zaa.Nkweta@viu.ca
미주:
Lisa Jaster - Lisa.Jaster@viu.ca

고등학교 및 영어 연수 프로그램 문의
Aamera Jiwaji - Aamera.Jiwaji@viu.ca
기타 모든 문의:
worldviu@viu.ca

instagram @WORLDVIU
youtube @WORLDVIU
google+ @WORLDVIU
weibo @HELLOV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