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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과 자녀 무상교육을 위해 최단기 취업이민

보모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 WPP-105
육아, 가사 경험만 있으면 나이와 자격 불문 쉽게 이민!

캐나다 보모 Home Child Care 이민 프로그램이란?
캐나 현재 전문직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과 자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에 대응하여
외국인 Nanny (보모, 유모) 및 가사 도우미의 취업과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민 프로그램이 없었던 직종이었으나 간병인과 함께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은

2023 년까지 연간 5,500 명의 (각 2,750 명) 신청자를 한정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1 년 이상의 대학 학력 (전공 무관), 아이엘츠 제너럴 5.0 이상의 영어 실력

-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Job Offer 만 있으면 이민 신청 가능

-

단, 영주권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보모로서 2 년간 캐나다 경력이 필요

-

2 년간의 캐나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경력을 쌓을 수 있음

-

취업비자 발급 후 3 년 이내 2 년의 캐나다 경력이 충족되면 6 개월 이내에 영주권 발급

또한, 본 이민 프로그램은 다른 취업 이민 프로그램과는 차별을 둔 다음의 편의성이 포함되었습니다.
-

Pilot 프로그램의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명시되지 않는 오픈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여 2 년의 경력을 고용주에 구애 받지 않고 쌓을 수 있음

-

해당 직종에 대한 사전 캐나다 경력이 (NOC 직업 코드 4411, 3 년 이내의 경력) 있으면 본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음. 예) 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 년이
소요됨으로 그 대기 기간 동안 워킹홀리데이, 코업 또는 기타 취업비자로 경력을 미리 쌓을 수 있음.

보모 이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보모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자격 요건이 낮습니다. 필수 경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영어와 학력 요건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현저히
낮아 지금까지 EE 나 PNP 등의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민에 도전할 수 없었던
분들도 쉽게 신청이 기능해졌습니다. CRS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비교적
많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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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퇴근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모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5 일 30-40 시간 근무 등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 환경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 고용주
가정에서 가택 거주도 가능합니다.

3.

가족과 같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의 기간 동안에도 가족과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오픈 워킹 비자를 받아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PDI 의 보모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PDI 의 보모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보모 이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하며 취업과 비자 발급을
최단기간내에 가능케 하도록 아래와 같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영어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아이엘츠 12 주 풀타임 과정. 아이엘츠 5.0 을 보장.

-

이민 신청에 필요한 Job Offer 을 받아드립니다. 양질의 고용주를 책임지고 확보.

-

이민 신청 및 취업비자, 영주권 서비스 연계 (추가비용 적용).

-

옵션으로, 신청 후 1 년간의 대기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 하도록 워킹홀리데이, 코업 비자 연계 서비스 LMIA
취업비자 발급 서비스 (추가비용 적용).

프로그램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입국해서 진행하거나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A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후 캐나다에 eTA (무비자,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추가비용 적용)로 입국합니다.

◼

12 주동안 영어 수업을 받으며 영어 점수를 획득합니다.

◼

영어 수업을 받으며 고용주를 소개받습니다 (3 개월 소요).

◼

고용주가 확보되면 이민 신청을 합니다 (추가 비용 적용).

◼

LMIA 등의 신청을 하여 1 년 대기 기간 동안 취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 비용 적용).

◼

2 년의 캐나다 경력이 채워지면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6 개월 후 영주권 발급.

B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후 화상통화 등을 통해 고용주를 확보합니다.

◼

고용주 확보에는 약 3 개월이 소요됩니다.

◼

고용주 확보가 되면 이민 신청을 합니다 (영어 점수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

이민 프로그램의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1 년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 취업을 원할 경우 코업 또는 워홀
비자 등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추가 비용 적용). 국외에서 LMIA 신청은 불가능 해졌습니다.

◼

취업비자가 발급되면 캐나다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합니다.

◼

2 년의 캐나다 경력이 채워지면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6 개월 후 영주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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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모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코드: WPP-105A 캐나다 입국하여 진행, WPP-105B 한국에서 진행
대상

1 년 이상의 대학 학위 소유한 신체 건강한 성인
유아교육 관련 경험자 또는 전공자 , 육아, 가사 경험 및 보모, 유모, 가사도우미

신청기한

입국 예정 전 최소 3 개월 (프로그램 A), 12 개월 (프로그램 B)

시작일

매월 첫 월요일

프로그램
가격

보모 취업 어학연수 (WPP-105A)

보모 취업 어학연수 (WPP-105B)

프로그램 A -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프로그램 B - 비자 사전 발급

1099 만원 + 신청비 25 만원

1199 만원 + 신청비 100 만원

비자 및 이민 수속비
이민 수속비 4999 달러 부대비 약 2000 달러
추가비용

(가족 추가 $1000 (성인), $500 (미성년))
LMIA 취업비자 수속비 3999 달러 + 부대비

비자 및 이민 수속비
이민 수속비 550 만원 부대비 약 2000 달러
(가족 추가 100 만원 (성인), 50 만원 (미성년))

약 1500 달러

자격

육아, 가사 경험 및 보모, 유모, 가사도우미,
유아교육 경력 1 년 이상

육아, 가사 경험 및 보모, 유모, 가사도우미,
유아교육 경력 3 년 이상, 관련 전공자
아이엘츠 5.0 점 이상 소유

취업 알선

입국 후 알선

입국 전 알선

인터뷰

현장 방문 인터뷰

화상 인터뷰

비자

영어수업

적용 가능
프로그램

eTA 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2 년간 취업 취업비자 허가 받은 후 입국
후 영주권 신청

2 년간 취업 후 영주권 신청

12 주 (120 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럴

12 주 (120 레슨) 스피킹, 라이팅 강화 수업, 입국

수업, 입국 후 바로 시작

후 수업 (3 년 이내 사용 가능)

LMIA, 보모 이민 프로그램

LMIA, 보모 이민 프로그램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Support Worker Pilot)

* 모든 이민 업무는 공인된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포함

12 주 영어 수업 (80 분 수업 120 레슨), 아이엘츠 제너럴 모듈 5.0 보장
고용주 알선 서비스

불포함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교통비 및 생활비 (물가 한국과 동등한 수준)
아이엘츠 시험비 약 CAD 320.00 (1~3 회 필요)

옵션

홈스테이 85 만원/월 + 홈스테이 신청비 2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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