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1999년 캐나다 전문 

 

FAM-GEN-19K (1.1) 캐나다 현지 답사 가족연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아 보기… 

캐나다 현지 답사 가족연수 
2주/4주, 가족 영어수업 + 자녀 무상교육, 조기유학, 이민 사전 답사 + 홈스테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밴쿠버! 사랑하는 자녀와 아름다운 캐나다에서 생활해보세요!  자녀는 원어민 선생님 

같이 최대 6명의 소수정예제로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효과 만점의 공부를 하며 부모는 이민이나 대학입학에 필요한 아이엘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를 위한 무상 교육 방법, 조기유학, 이민 관련 세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가정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1일 3식이 제공되는 홈스테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부모 1인 + 아동 1인 기준 

2주 299만원, 4주 499만원 

 신청비 15만원/인 (3개월 이전 등록 필수) 

대상 신체 건강한 만 5세 이상 아동 + 동반 부모 

시작일  매월 1주차, 3주차 월요일 시작(일요일 입국, 마지막주 토요일 출국) 

포함 내용 

- 부모 및 자녀 소수정예 (최대 6명) 영어 수업, 월-금, 10:00 – 13:00 

아동 교과 - 나이에 따라 스펠링, 리딩, 라이팅, Phonics 등 

성인 교과 – 아이엘츠 또는 회화 

- 홈스테이 (1일 3식 포함) 

- 가이드와 함께 밴쿠버 주요 지역 탐방 1회 (4~6시간 소요) 

-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이민, 동반유학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상담 제공 

-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오후 및 주말 프로그램 소개 

- 공항 픽업 

불포함 내용  

-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 생활비 (물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 

옵션 

 2 주 기본 299 만원 4 주 기본 499 만원 

아동 추가 

(성인 1 인당 최대 3 인) 

+50 만원/인 +100 만원/인 

풀타임 수업으로 UP 

(10:00-15:00) 

+25 만원/인 +45 만원/인 

현지 탐방 추가 +25 만원/회 +25 만원/회 

홈스테이 제외 시 - 23 만원/인 -38 만원/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PDI 가족연수의 특징! 

✓최고의 효과를 내는 소수정원제 수업  

자녀들은 재미있게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Phonics, 

스펠링, 리딩, 라이팅 수업을 받고 부모는 이민 또는 

대학 입학 준비용 시험인 아이엘츠 수업이나 회화 

수업을 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가족이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유학을 위한 사전 현지 답사 

한국인이 선호하는 학군이 좋고 살기 쾌적한 지역을 

선별하여 가이드가 동반한 현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요시간 4~6 시간) 

✓다양한 현지인과의 교류의 기회 제공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 교환 및 교류를 할 

수 있고 현지인 아이들과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 커뮤니티 프로그램 또는 캐나다 및 미국 

근교 여행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무료 현지 상담   

조기 유학, 부모의 국공립 대학 진학을 수반한 

자녀들의 무상 교육, 취업 또는 이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해드립니다.  

✓홈스테이 생활 체험 

캐나다 가정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1 일 3 식이 

포함된 홈스테이를 제공합니다. 홈스테이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 등의 개별 숙소 선택도 가능합니다.  

 

 

 

 



 

설립 1999년 캐나다 전문 

 

FAM-GEN-19K (1.1) 캐나다 현지 답사 가족연수 

가족연수가 끝나면? 

자녀들 무상교육도 시키고 캐나다 영주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캐나다는 외국인 국공립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동반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 동반 배우자 오픈 취업 비자 

✓ 학생 본인 학업 중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허용 

✓ 학생 본인 방학 중 풀타임 아르바이트 허용 

✓ 2년제 과정 졸업 후 3년간 오픈 취업비자 발급  

✓ 학생 본인 3년간 오픈 취업비자 기간에도 자녀 무상교육 및 배우자 취업비자 혜택 유지 

✓ 오픈 취업 비자 3년 중 1년간 풀타임 취업 인증 시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부모 대학 진학을 통한 자녀 무상 교육 vs 일반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비교표 (자녀 2 인 교육 5 년) 

 국공립 대학 입학 자녀 무상 교육 일반 부모 동반 조기 유학 

지출 - 자녀 학비 - 1,400만원 x 2인 = 2,800만원 

지출 - 부모 학비 학기 당 700만원 x 2 학기 = 1,400만원 어학원 50만원 x 10개월 = 500만원 

지출 - 생활비 (3-4인가족) 250만원 x 12개월 = 3,000만원 250만원 x 12 개월 = 3,000만원 

수입 – 공부하는 부모 학업 중 알바 약 100만원 x 8개월 = 800 만원 

방학 중 풀타임 약 250만원 x 4 개월 = 1,000 만원 

- 

수입 – 배우자 약 300만원 x 12 개월 = 3,600만원 - 

계  지출: 4,300만원 

수입: 5,400만원 

△ +1,100만원  

x 5년 +5,500만원 

지출: 3,300만원 

수입: 0원 

△ -3,300만원 

x 5년 - 1억 6,500만원 

총 혜택  2년 학업 중 + 3년 졸업 후 혜택 총 5년동안 

✓ 자녀 무상 교육 

✓ 본인 파트타임 및 풀타임 취업 

✓ 배우자 오픈 워크 비자 

✓ 영주권 취득 기회 

혜택 없음 

 

자녀 대학 진학 시 1년 학비 

4년제 명문 UBC 대학 

영주권 소지자  

약 500만원 

외국인 

약 3,500만원 

 

4 개월 내에 캐나다 국공립 대학 입학이 가능한 대학진학 패키지! 

 

진행 방식 

 

당사자대학입학목표

4개월전입국

아이엘츠수업 3개월,

응시, 입학원서접수
입학허가 가족합류

대학진학 패키지 

699 만원 
+25 만원 등록비 

아이엘츠 아카데믹 수업 12 주 (풀타임) 

및 홈스테이 12 주 

대학 입학 서포트  

생활 서포트 일체 

 대학 책임 입학 옵션 (+299 만원) 

입학점수 안 나올 경우 나올 때까지 계속 무상교육 (최대 6개월) 

* eTA로 입국, 대학입학허가서 받은 후 현지에서 비자 전환 

 

캐나다 국공립대학 진학으로 이민실현! 

캐나다 국공립 대학에서 2년제 이상의 학과를 졸업하면 

최대 3년간의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성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 1년 풀타임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입학을 최단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DI는 입학은 물론 학습 기간, 졸업 후 

취업, 이민까지 끝까지 같이 합니다. 

PDI 의소수정예제 아이엘츠 수업을 통해 수강생 70%가 수강 3 개월 후 

2년제 대학 입학 조건인 아이엘츠 점수 5.5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