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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을 기념하며 
Vancouver Georgia College 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의 중심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국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VGC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천 명의 국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왔습니다. 이런 10년간의 성공을 
가능케 한 높은 수준의 선생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우수한 교육 과정 및 시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VGC가 성장하고 발전해갈수록 개별 학생들의 목표 달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VGC를 통해 최고의 캐나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VGC는 여러분과 10주년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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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밴쿠버는 아름다운 캐나다 서부해안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며 온난한 기후와 함께 북미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 입니다. 눈 덮인 산들과 태평양을 사이로 아웃도어 스포츠와 
도시의 볼 거리를 제공해주는 밴쿠버는 아름다운 모래사장에서의 달콤한 
휴식에서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Gastown의 부띠크 상점을 구경하거나 
Grouse Mountain에서의 겨울 스포츠까지 모두에서 특별한 경험을 주기 
충분한 곳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밴쿠버 중심에 저희 
VGC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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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ville Island

그랜빌 아일랜드는Public Market 이 있는 
예술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역의 유명
한 음식과 예술공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섬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
습니다.

     Gastown 

역사적인 도시 Gastown은 
밴구버에서 가장 오래된 지
역으로 가까이 VGC가 위
치해 있어 부띠크 상점이나 
운치 있는 레스토랑에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Stanley Park 

뉴욕의 센트럴 파크 보다 10% 큰 공원으로써 세계적으로 최고
의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귀하고 다양한 야생식물들과 
아름다운 방파제를 볼 수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VGC Language School

VGC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중심
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개스 타
운, 그램빌 아일랜드와 잉글리스
베이, 스탠리 파크를 걸어서 둘러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English Bay

잉글리쉬 베이는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해
변으로 여름에 불꽃놀이나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VGC 를 선택하는 이유

강사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강사진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들은 항상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며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학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커리큘럼
VGC Language School 은 General English 

와Academic Skills결합 시킨 Global English 

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와 
비지니스나 고등고육에서 필요한 유창함과 
정확성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결과
V G C  L a n u g a g e  S c h o o l  은  결 과 로 
보 여 드 립 니 다 .  V G C 는  수  천 명 의  국 제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을 도와왔습니다. 
인턴쉽, 공식시험 준비 또는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학생분들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옆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의 클라스
소규모의 수업과 높은 수준의 강사가 함께 
할 때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VGC는 강사진과 학생들이 가깝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수업으로 
강사진들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한 부분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개인별 상담

VGC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이드 해드립니다.

THE CANADIAN EXPERIENCE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계속적인 도전과 자극이 
필요한 흥미로운 경험이어야 하며 또한 배움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VGC에서는 The Canadian Experienc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습과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Getting Results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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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 교직원
We’re pleased to meet you

David Cunningham
Director of Studies 

david@vgc.ca 

Languages: English

Pete Moores
Director of Events

pete@vgc.ca

Languages: English

Tatyana Hernandez
Marketing Coordinator

tatyana@vgc.ca

Languages: Português, English

Midya U
Marketing Coordinator

midya@vgc.ca

Languages: Русский, English

Dominic Walton
Director of Marketing

dominic@vgc.ca

Languages: English

Rob Davis
Strategic Partnership Manager

rob@vgc.ca

Languages: English

Sonya Park
Marketing Manager – Korea

sonya@vgc.ca
Languages: 한국어, English

Bianca Lara
Marketing Coordinator

bianca@vgc.ca

Languages: Español, English

Daniela Voelker
Operations Manager

daniela@vgc.ca

Languages: Deutsch, English

Yoko Date 
Marketing Coordinator

yoko@vgc.ca

Languages: 日本語,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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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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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Courses

Upper 
Advanced

Lower 
Advanced

Upper 
Intermediate

Intermediate

Pre-intermediate

Elementary

Beginner

Intro

Global EnglishLevels

8

7

6

5

4

3

2

1

IELTS Prep

IELTS
Foundation

Pre-IELTS

IELTS University Prep

Proficiency Equivalents

IELTS Score TOEFL Scores

83

CEFR

C1

B2

B1

A2

A1

Cambridge 
Tests

CAE

FCE

PET

In House
Test

In House
Test

In House
Test

In House
Test

6.5

6

5.5

5

4.5

4

TOEFL
Prep

University Preparation
Leveled Programs

TOEFL iBT

세부 프로그램
•	 Global	English
•	 University	Prep
•	 IELTS
•	 TOEFL

•	 Speaking	Plus
•	 Academic	Plus
•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	 The	Project	Program

•	 Study	and	Language	Co-op:
	 •	 Self	Placement	Co-op
	 •	 Unpaid	Co-op
	 •	 Hospitality	Co-op: City & Resort

•	 Electives:
•	Speaking	and	Listening
•	Grammar	for	Exams	and	for	Use
•	Expressions	and	Conversation
•	Exam	Preparation
•	Reading,	Vocabulary,	and	Discussion
•	Situational	Conversation
•	Vocabulary	Builder
•	Using	Grammar	through	Speaking	and	Writing
•	Writing	Workshops



Core	class	could	be:	Global	English,	IELTS,	TOEFL,	or	University	Preparation.

주간 스케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8:45am
-

10:05am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Break

10:20am
-

11:40am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Core Class

Lunch

12:30pm
-

1:50pm
Electives Core Class Electives Core Class

Break

2:05pm
-

3:25pm

Plus Class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Plus Class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Plus Class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Plus Class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Break

3:40pm
-

5:00pm

The Project 
Program

The Project 
Program

The Project 
Program

The Projec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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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6

 le
ss

o
ns

Pr
o

je
ct

44
 le

ss
o

ns



Global English 
A Perfect Hybrid of General English  
and Academic Skills 

VGC에서의 하루는 Global English 라는 독특한 언어학습 접근 방식으로 시작하
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반 영어와 아카데믹 학업능력을 결합 시킨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lobal English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비지니스에 필요한 영어와 에
세이 실력의 향상, 고등교육 또는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경우 등등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미 검증 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
램은 캐나다를 즐겁게 경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합 과정으로써의 Global English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을 통합해서 
학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을 도
와줄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일상적인 화제, 학문적 주제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어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	 실제 상황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과 같은 일반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	 학업 습득 기술들을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이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학술 서적을 읽는 방법을 배
우게 될 것 입니다.

각 레벨은 2 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레벨 1은 1개월 수업).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을 통해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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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세계의 인구 중 4억명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7억명이 제 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VGC의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은 매력적인 내
용 과  언 어  습 득 을  제 공 할  뿐 만  아 니
라 세계의 문화와 이벤트에 대해 비판
적 사고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글로벌 영어는 초급에서 고급

수준까지 학생들에게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영
어를 사용하며, 고등 교육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중요
한 학습 기술을 향상시켜 줍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든 VGC

의 글로벌 영어는 세계로 나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David Cunningham, Director of Studies



Electives
One more way to personalize your English languag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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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영어구사 능력은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였습니다.  — Sterling

선택 과목은 글로벌 영어, IELTS, TOEFL 및 대학 준비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는 수업입니
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초점을 맞춰 수업 할 수 있습니다.  

VGC Language School은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주제나 기술을 제공합니다. 
각 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영어분야를 집중적으로 도와 주는 수업으로 매월 각 레벨에서 원
하는 선택수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레벨 3 이상이 되면 읽기, 듣기, 쓰기 또는 주제별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Speaking	and	Listening

•	 Grammar	for	Exams	and	for	Use

•	 Expressions	and	Conversation

•	 Exam	Preparation

•	 Reading,	Vocabulary,	and	Discussion

•	 Situational	Conversation

•	 Vocabulary	Builder

•	 Using	Grammar	through	Speaking	and	Writing

•	 Writing	Workshops

VGC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학습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I am very grateful to the teachers 
at VGC. They have helped me in 

every way and all the way and all the 
way. Whatever help I needed they 

gave me more than what I asked for. 
In classrooms they were the best 
teachers, and at other times, they 

were an excellent group of advisors. 
I feel like I became real close friends 

with some of the teachers here at 
the school. I can talk about anything I like, talk to them 

about my problems and so much 
more. I have learned so much through 
text books and from reading various 

articles, but most importantly, I am so 
thankful and blessed to have gained 

some beautiful, memorable emotional 
experiences here at VGC." 

Yuka Horikawa - Japan, IELTS 7.0 - Langara 
College

"저는 정말 VGC를 사랑합니다! 여기 사
람들은 정말 친절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항상 
도움을 주며 참을성 있게 저를 지켜 봐 주
셨으며 필요할 때 마다 특별한 관심을 보
여 주셨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면 친구
들과 유학원에 VGC를 추천할 것입니다." 

– Joseire Mascarello, University Prep Student



IELTS Program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IELTS  
Preparation Courses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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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의 IELTS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 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국제 학
생들의 목표 점수 달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강사와 학생 상호 교류
를 시키고 시험의 각 파트별 영어능력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주에 한번씩 모의 IELTS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영어 향상 능력을 측정해 줍니다.

IELTS 프로그램의 총 24주 과정으로 세가지 코스로 각각 8주 프로그램으로 진
행됩니다 (Pre-IELTS, IELTS Foundation, IELTS Preparation)

목적
•	 IELTS의 고득점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에게 맞는 말하기와 라이팅의 첨삭을 제공합니다.
•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것에 맞춰 교재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고득점을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VGC가 다른 어학원과 다른 점
•	 시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수준 높은 실력과 많은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

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수업은 기초부터 완벽하게 IELTS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현재 VGC는 IELTS Pre-test Centre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Fact: 세계적으로135개국의 7000여개의 학교에서 IELTS시험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 VGC는 IELTS 점수를 꼭 받아야 하는 학
생들에게 필요한 학교 입니다. 7주의 수
업 후 저의 IELTS 점수는 놀라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IELTS 준비반
의 체계적인 구성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약점과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

셔서 제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피드백과 숙제를 통해서 향상 
시켜 주셨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는 직접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수업은 소규모로 이뤄지며 모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친
절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IELTS 준비 반 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은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을 것 입니
다. 이런 편안한 교육 환경은 IELTS수업에서뿐만 아니라 VGC 

전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던 점
수를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VGC 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 Kyoko Takeuchi, IELTS Program Student



TOEFL Program
When Your Test Results Really Matter

VGC는	TOEFL은 샘플 테스트 공부하는 넘어 학생들의 목표 점수를 성취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맞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VGC에서 원하는 점수를 달성 하기 
위해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뿐 만 아니라 대학교나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요한 아카데믹 언어와 기술의 향상시키는데도 이용합니다.

2주의 한번씩 모의 시험은 실제 시험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험이 
많은 TOEFL	선생님은 학생들의 테스트를 채점하고 일대일 피드백을 제공 할 것
입니다. 원하는 점수를 얻을 확신이 학생 스스로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
램입니다.

목적
•	 개인별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캐나다 전문 대학과 4년제 진학을 위한 아카데믹 기술과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VGC가 다른 어학원과 다른 점
•	 오직	TOEFL	학생들만을 위한 컴퓨터실을 갖추어 자신만의 컴퓨터로	iBT시험 

테스트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영어와 시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고도로 숙련된         

TOEFL 강사진
• 개별 피드백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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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영어능력시험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인증 받고 있는 시험으
로 130여개국의 8500여개 이상의 대학교와 학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VGC는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들
과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
고 TOEFL실력을 향상시켜 주었
습니다. VGC에 감사 드립니다. 
여기에서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
을 가지고 브라질로 돌아가지만 
VGC가 만들어준 밴쿠버 에서의 

추억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 Tiago dos Santos, TOEFL Program Student



University Preparation
A Proven Pathway to Academic Success

캐나다 또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영어권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VGC 
대학 준비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저희 대학연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되면 
연계되어 있는 대학 또는 대학교 입학에 필요한 영어요구조건을 충족시켜 IELTS 나 TOEFL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능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권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게 된다면 특히 읽기와 쓰기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급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 해야 합니다. 

대학 준비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대학 스타일의 읽기, 쓰기 및 분석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
로써 이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성공에 필요한 이런 기술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목적
UP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학생들은;

• 강의를 듣는 방법과 효과적인 필기요령을 알게 됩니다.
•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 빠르고 정확한 읽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 과제 수행을 위한 효과적 도서관 사용법을 알게 됩니다.
• 성공적인 대학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 실제 수업에서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 할 수 있게 됩니다.

VGC가 다른 어학원과 다른 점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이야 말로 저희 VGC의 목표입니다. 대학 준비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피킹과 라이팅에 대해 선생님에게서 개개인이 피드백을 받는 부분입니다. 2주
에 한번씩 UP 프로그램의 선생님께서 일대일 미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앞으
로 대학계획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VGC에서는 개인에 맞는 대학 연계프로그램
을 통해 미래의 대학에 성공적으로 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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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캐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 학생들이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에 캐나다 영
주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이민국



"저는 대학 준비 반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찾아가며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VGC의 UPP는 가장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에서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언어와 기술

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된 프로그램 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를 받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켰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알
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 합니다.” 
– Angela Belcham, PhD, Linguistics, 

IELTS & University Preparation Instructor



Plus Classes
Ensuring Your Progress

플러스 클래스는 글로벌 영어나 대학 준비 반, IELTS 또는 TOEFL 프로그램을 마친 후 오후에 듣는 수업입
니다. 이 수업은 영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해주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연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Speaking Plus, Academic Plus 또는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선
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Speaking Plus
스피킹 플러스 수업은 회화를 통해 영어를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다른 주제와 상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에 도전함으로써 새로 익힌 문법이나 어휘를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학생들이 Native Speaker 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을 넘치게 말할 수 있도록 격
려해주도록 만들어 진 프로그램입니다.

Academic Plus
아카데믹 플러스 수업으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이나 학교
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가리키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쓰기, 듣기, 읽기 그리고 문법을 건설적인 토론
과 연습을 통해 발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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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이 그 언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록 할수록 더욱 더 그 언어에 
숙련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Science Daily



비즈니스 영어 인증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영어의 좋은 기초를 제공하는 전문 프로그램입니
다. 이 프로그램은 4주기간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주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	 International	Business	and	Global	Marketing	in	English	

 국제 비즈니스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영어
•	 English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ultural	Interaction	

 인사 관리 및 문화적 교류 관리를 위한 영어
•	 Business	Communications	in	English	

 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각 테마의 성공적인 수료 한 후 수료증을(Certificate) 받을 수 있습니다. 12주의 비즈니스 수
업을 수료 하신다면 비즈니스 디플로마(Diplom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나중에 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를 공
부하고 싶거나 미래의 비즈니스 영어를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코스 입니다.

Fact: 영어의 사용의 약 80%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글로벌화가 이런 현상을 불러 왔
습니다.  – Communicaid Blog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Program



The Project Program
Task Based English.  
Not Your Ordinary English Class!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Task를 수행하는 수업으로 프로젝트나 액티비티를 통해 
재미와 필요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업에서 획일화
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
는 등 팀으로 Task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 작업을 통해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실제상
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어로 문제를 해결하고 Task와 프
로젝트 그리고 팀을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실제 생활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캐나다의 대학에서와 같
은 Task와 액티비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실제 생활과 같은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Tasks 을 수행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영어로 요약하고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언어의 빠른 습득을 할 수 있다.

VGC 가 다른 어학원과 다른 점
VGC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딱 맞는 수업으로 액티비티 또
는 팀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료 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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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ask기반 학습형태는 학습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개인적인 경험이 
실전적인 Task와 연관이 되면서 가장 효과적인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형
태라고 할 수 있다. – Adam Simpson



“ 이 프로그램을 들을 때 정말 즐거웠습
니다. 문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수업이기도 합
니다.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프
로젝트는 대화형으로 실제 제가 배운 것
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영어 수업 중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 입니다.” 

– Michel Brandt, The Project Program Student



Language Co-op Program
Improve Your English at a Canadian Company

인턴쉽 프로그램은 학생이 공부하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영어 실력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수업입니다. 먼저VGC에서 영어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생의 영어 실력에 맞는 최적의 회사를 찾아
줍니다. 그리고 학생은 캐네디언과 같이 일하며 유창한 영어사용 법을 배우며 수업시간에 배웠던 영어를 
일하는 환경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업시간에 배우기 힘든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레벨 5 이상이 되어야 인턴쉽을 하실 수 있습니다.

VGC Language School 은 서비스업에서 앤지니어링 분야까지 많은 캐나다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 학생
들의 영어실력에 맞는 회사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한번 있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분야
에서의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인턴쉽의 종류: 
•	 Self-Placement  : Co-op 취업을 위한 영어와 직업세미나, 이력서 쓰는 방법과 인터뷰하는 방법을 연

습해 스스로 Job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유급인턴쉽(도시와 리조트에서의 인턴쉽) : 캐나다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험과 함께 영어 실력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	 무급 인턴쉽 : 전문적인 직업에서 영어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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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Step 1: 수업 
VGC에서 Global English 프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VGC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과 코업 프로그램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어를 배우는 것에서 영문 이력서를 쓰고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더 많은 인턴쉽 준비를 위해 비
즈니스 Certificate 코스를 듣기를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캐나다에서 직업 현장의 대한 실전 감각
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기간은 공부하는 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Step 2: 인턴쉽

VGC의 수업부분을 마치신 후에 인턴쉽 프로그램의 파트가 시작됩니다. 인턴쉽은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정해지
며 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이 됩니다. 

Step 3: 보고서 제출
인턴쉽 과정 동안 인턴쉽 코디네이터는 정기적으로 학생의 성취도나 발생 할 수 문제들을 도와줍니다. 학교에 정기적
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이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시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tudy & Co-op 
Certificate 를 받게 됩니다.

*The Language Co-op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or cancelation as of January 1, 2014



The Canadian Experience 는 모험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VGC
는 학생들의 캐나다 여정이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일생 일대의 
경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VGC 는 로컬 관광에서 부터 주말 여행으로 
록키산맥, 토피노, 빅토리아 그리고 휘슬러 여행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비씨주의 
산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타는 방법을 배우고 다리에서 번지점프를 하거나 야생으로 
캠핑가기, 연어낚시, 스노우슈잉, 커낙스 게임보기 등등 끝없는 모험을 제공합니다. 

VGC에서 제공하는The Canadian Experience 의 가장 큰 장점은 VGC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일생일대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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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의 The Canadian Experience 아래와 같습니다
봄 
Vancouver Aquarium 
Art	Gallery	Tours
UBC	Museum	Tour	
Float	Plane	Tour	
Whitecaps	Soccer	
Seattle	Tours

겨울
Skiing and Snowboarding 
Canadian Christmas
Sun	Peaks	Ski	Trip	
Snowshoeing 
Ice	Skating	
Snow	Tubing	
Rocky	Mountains	Tours
Whistler	Tours

가을
Canucks	NHL	Hockey
BC	Lions	–	Canadian	Football
Halloween	Party	
Float	Plane	Tour	
Canadian	Thanksgiving
Victoria	Tours 

여름
Wakeboarding	
Salmon	Fishing	
White	Water	Rafting	
Skydiving  
Whale	Watching	
Kayaking
Camping 
Tofino	Tour



VGC 
액티비티

   

The Canadian Experience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Activity 활동도 있습니다.

VGC는 Activity를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
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만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가 제공하
는 Activity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메이플 시럽을 겯들인 환상적 
   인 팬케잌 만들기!

•	 밴쿠버 유명산 정복하기

•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들                                        
   마스터하기

• 배구, 축구등 스포츠 액티비티

•	 자막없는 영화 도전기

•	 캐나다 BBQ 파티 

더 많은 액티비티가 프리로 제공되고 있
어 원하시는 만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VGC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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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AM
홈스테이 가족과 캐네디

언 스타일의 아침

8:00AM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해 학

교로 등교

8:45AM
수업 시작

늦지 않도록 합니다!

2:05PM
Plus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 

프로그램 수강

3:40PM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강

12:30PM
선택수업 시간



5:00PM
VGC액티비티 참여

8:00PM
집에서 숙제와 복습

11:40AM
점심시간

10:05AM
각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
의 친구들과 쉬는 시간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VGC 학사일정

2014
January

May

September

February

June

October

March

July

November

April

August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ain Start Dates          –  주 입학일: 모든 프로그램  
Alternative Start Dates  –  보조 입학일: 모든 프로그램          
   (대학준비반’UPP’ 제외)
Canadian Holidays 
Christmas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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