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CANADA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WBA SUMMER CAMP



어떤학생들에게 좋을까요?
영어공부에동기부여가필요한,

영어공부의의욕은있지만현지에서배워보고싶은,

시험또는학습에대한부담없이스스로공부하고싶은, 

공부를잘하지만더잘하고싶은, 

공부를열심히하지만방법을잘모르는,

학습에대한흥미가떨어지고있는,

학습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는,

단체생활을통해서사회성을키우고자하는,

2019캐나다 여름 캠프
WBA SUMMER CAMP

1 일정 : 2019년 7월~8월

2  캠프 내용

[영어캠프]

-밴쿠버 SFU(Simon Fraser University) 여름캠프 (만7세~17세)

[미취학아동캠프]
-밴쿠버 SFU(Simon Fraser University) 여름캠프 (만5~6세)

[WBA 인성캠프] 

-자기주도생활/자기주도학습 - Critical Thinking (철학세미나), 

- Leadership 교육등

3  주말활동

Field Trip : 벤쿠버다운타운, 벤쿠버중앙도서관,캐나다플레이스, 

그랜빌아일랜드, 린캐년, 버나비뮤지엄,

UBC 탐방및재학생멘토링. 

Wunder Boarding Academy 

WBA는홀리스틱교육 이념을바탕으로하는 캐나다의관리기숙형 유학원입니다.



SFU 캠퍼스전경

Simon Fraser University  

SFU는캐나다 BC주의서쪽해안에위치한

세계적인명문대학입니다.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Simon Fraser University (SFU) 소개

SFU Summer Camp
SFU에서주최하는 Summer Camp 에서는

영어를자연스럽게익힐수있는클래스와액티비티가어우러진

북미최고의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50년 전통의 SFU 여름 캠프

45개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SFU Summer Camp Programs

ESL Program (6y-17y)

영어 학습과 다양한 Activity를 동시에
그리고 Field Trip의 기회까지!

H20 Wonders (8y-12y)

환상적인 밴쿠버 날씨에 카약과 스노쿨링등
다양한 water activity를
경험하세요!

* 이외에도 40개의 프로그램이있으며, 위의나이는만나이기준입니다



WBA  S e m i n a r  &  A c t i v i t i e s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AFTER SCHOOL PROGRAMS

Dream in Nature

자연과 함께 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요!

-Mindfulness Meditation for Learning  

-Reading & Storytelling Presentation 

-인터넷 시대의 삼강오륜
-Active Listening of Classical Music 

-Deep thinking 하브루타 (유태인 토론식 학습법)

-올바른 RSDL  (Right Self-Directed Learning)

초등부, 고등부가 함께
합리, 논리,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철학세미나와 하브르타~
올바른 인성!

Reading Workshop Art WorkshopDream Building Brain Gym

Mindfulness Meditation for Learning Team Project RSDL (Right Self-Directed Learning)Music Coaching

미래 인재의 필수, “창의력 &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Reading Workshop (독서나눔) Art WorkshopDream Building Brain Gym

Community Center Swimming Pool Library Grill Party

Mindfulness Meditation for Learning
(마음챙김학습명상)

Team Project RSDL (Right 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학습)

Music Coaching

F a c i l i t i e s  N e a r b y  WBA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AFTER SCHOOL PROGRAMS

* 주말활동은현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밴쿠버 문화 탐방

-Flea Market for Sharing

-Outdoor Activity 

버나비(Burnaby)는도시생활과전원생활을

모두즐길수있고벤쿠버다운타운과도가까워

활동하기좋은최적의지역입니다. 

최우수운영도시버나비에서

아이들의주말활동도알차게보낼수있습니다.

British 

Columbia



분더아카데미는 홀리스틱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최신의 상담코칭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부모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아이를 행복한 평생인재로 자라도록 이끄는 부모멘토링

- 홀리스틱 상담의 신체적 접근법으로서 국제적으로 활성화된 터치포헬스, 

브레인짐 등을 토대로 합니다.

-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자녀에게 해주면 부모자녀관계개선, 면역력 증강, 학습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모 심리상담 / 맘코칭/ 홀리스틱 Total 상담



WBA SUMMER CAMP

캠프기간 2019년 7월~8월중 (일정조정가능)

참가대상 만 5세 ~ 만 17세까지

캠프장소 캐나다밴쿠버 Simon Fraser University

기숙관리형숙소 (분더 WBA)

연수비용 * 학생참여시 580만원 (30일기준)

- 1인 580만원 - 2인이상 550만원

* 예약금 : 150만원

* 세명이상이올경우, 상담후결정

포함내역 - SFU 캠프비 , WBA 캠프/코칭비, 숙박비, 1일 3식식비

- 교재비, Field Trip 비, Activity 비, Community Cen라이er 이용비

- SFU 라이드비, 공항픽업/리턴비

불포함내역 항공료, 개인용돈, UM 서비스비, 여행자보험

신청방법및절차

1. 대표전화 031 712 2046 문의

2. 신청서작성후이메일전송

3. 예약금확인후송금

*국내계좌:우리은행 1005-001-841836 EST교육원

*캐나다계좌: TD Canada Trust 004-90700-5238055 Wunder College

4. 예약금입금확인메일발송및신청완료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16

2019 여름캠프 모집요강



분더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2019 겨울캠프& 스쿨링

겨울방학! 캐나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립학교 정규 수업 프로그램

WBA ‘최고의 교육 / 코칭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Boarding Academy 프로그램

우리 아이의 겨울을 분더와 함께
준비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