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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와 취업
쉽고 빠르게

취업비자
이민비자
비교표

선진국 유일하게 취업이민 가능!
G7 선진국이면서도 광범위하고 적
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향후 10년간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는다는
목표아래 여러 분야에 걸쳐 경력자
및 비숙련자 들에게 다양한 이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10개 주, 준주들의
개별적인 이민 프로그램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속성 이민 프로그램도 존재
합니다.

취업 이민 대표속성이민프로그램

LMIA 취업비자 PNP 주정부이민
Express Entry (E

E) 연방이민
간병인이민 RNIP AIPP SINP ONIP

개요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MIA 

-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를 받고 취업비
자를 신청 하는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 취득

방법

연방 이민 보다
상대적으로쉬운
조건인 PNP 
(Provincial 
Nomination 
Program)는
캐나다의 10개
주정부 및 준주
정부가 연방 정
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시행
하는 이민 프로

그램.

가장 보편적인
이민 프로그램.
(1) FSW (연방
기술, 종합 평가
점수 67점이상) 
(2) FST (연방기
술 트레이드, 5
년내 2년 경력,

기술직) 
(3) CEC (캐나
다 경력 1년 이

상) 
(4) PNP (주정부
추천)으로 지원

가능

캐나다 내에서 2
년의 간병인 경
력이 있으면 영
주권 신청 가능
한 프로그램. 아
동 케어 또는 가
사 도우미 (간병
및 가사) 가능

캐나다 북방지역
연합 이민 프로
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계약
과 약간의 경력
및 영어실력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가능

캐나다 동부 연
안지역 4개주의
연합 이민 프로
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계약
과 약간의 경력
및 영어실력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가능

사스카츄완주의
PNP로서인력난
이 있는 직업군
이면 고용 계약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온타리오주의
PNP로서자격이
되는 업체의 고
용계약과 경력만
있으면 영어 점
수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한 특
징이 있음 (제한

적 접수)

자격 경력자

학력, 경력, 언어
능력, 연봉 등을
토대로 하는 점
수제로서 연방
이민 보다 비교
적 낮은 커트라
인 (BC주 90점
이상, EEBC 
100점 이상)

경력, 학력, 나이, 
언어능력에따른
점수 계산을 통
해 변동하는 커
트라인에 부합하
거나 주정부의
추천을 받으면
빠른 이민 (커트
라인 FSW, CEC 

400점 후반, 
FST 300점 후반)

기존의
Caregiver 이민
이 중지 되고 더
쉽게 신청이 가
능한 시범 프로
그램으로 간호사, 
간병인 경력 증
빙 불필요 (다만
고용주들이요구
함), 1년 이상의

대학 학위

해당 지역의 고
용계약, 아이엘
츠 4점~6점, 3년
이내 1년 풀타임
경력, 고졸 이상, 
정착 자금 (1인
약 9천불, 4인가
족 약 1만6천불)

해당 지역의 고
용계약 (최소 1
년), 아이엘츠 4
점, 3년이내 1년
풀타임 경력, 고

졸 이상

학력, 언어능력, 
나이 등의 점수
제.  고용계약 없
을시 고득점 필
요.  있을시 60점
이상이면 통과.

고용계약, 5년이
내 2년 풀타임
경력, 고졸 이상,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스폰서 업
체에서 근무 해

야함

진행과정및기간

고용계약 후 노
동허가 (LMIA) 
신청,비자발급
까지 3개월 소요.  
취업 1년 후

EE-CEC 또는
PNP 영주권 신

청

1차 승인 약 2-
3개월 후 취업비
자 신청 가능, 영
주권까지 약 18
개월, EE 동시
신청시 6개월내
영주권 신청 가
능 (BC주의 경우)

인비테이션커트
라인 넘기고 ITA 
받은 후 영주권
까지 약 6개월

간병인 이민 프
로그램 승인 후
취업비자로근무
시작, 2년 경력
쌓은 후 영주권
신청, 영주권까
지 1년 예상 (신
규 프로그램으로

불명확)

1차 승인 3개월
예상, 영주권 약
6-12개월 예상
(신규 프로그램
으로 불명확), 승
인 후 영주권 나
올때 까지 취업
비자 신청 가능

1차 승인 2-3개
월 후 (스폰서가
미등록 업체일
경우 승인을 받
기 위해서는 3-
6개월 추가 소

요), 취업비자신
청 가능, 영주권
까지 약 6개월

소요

1차 승인 2-3개
월 후, 약 7-8개
월 (2020년 연초

기준)

1차 승인 2-3개
월 후, 약 15-19

개월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pdi와 취업
쉽고 빠르게

취업
어학연수
비교표

프로그램

캐나다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A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WPP-101

캐나다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B

(비자 사전 발급)
WPP-102

특징
캐나다 입국 후 약 3개월 이내 취업 알선 및 취업비

자 취득, 근무 시작
매월첫월요일시작가능

등록 후 3~6개월 이내에 취업 알선, 비자 수속 기간
3개월 후 캐나다 입국, 근무 (학업) 시작

출국까지준비기간약 6~9개월

장점
취업 까지 시간이 빠름,  인터뷰나 직장 선택을 현장
을 방문 한 후 결정할 수 있음, 영주권 취득에 필요

한 아이엘츠 공부를 미리 해 놓을 수 있음

한국에서 생업을 계속 유지 하면서 캐나다 취업을
준비 할 수 있음

추전대상 비숙련자에게 추천 경력자에게 추천

취업 알선 입국 후 알선 입국 전 알선

인터뷰 현장 방문 화상 인터뷰

비자 eTA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취업비자 허가 받은 후 입국

영어수업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바로 시작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수업 (취업을 바로 할 경우 3년 이내 사용 가능)

진행방식

1. 후보자 프로필 검토 및 승인 (이력서 제출)

2. 프로그램 신청 (시작 희망일 2~3개월 이전)

3. 캐나다 입국, 수업 시작

4. 고용주 확보 – 현장 인터뷰

5. 비자 신청 – 3개월 소요 (비자 수속비 지불)

6. 비자 수령 후 정식 근무

1. 후보자 프로필 검토 및 승인 (이력서 제출)

2. 프로그램 신청 (시작 희망일 6~9개월 이전)

3. 고용주 확보 – 화상 인터뷰

4. 비자 신청 – 3개월 소요 (비자 수속비 지불)

5. 비자 수령 – 입국 시 수령

6. 근무 시작

캐나다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왜 일반적인 어학연수 하세요?
어학연수와 캐나다 취업을 동시에
하는 업계 최초의 획기적인 프로그
램입니다!

캐나다에 입국해서 공부하면서 고
용주를 선택해서 취업 비자를 획득
하는 A  프로그램, 또는 캐나다로
출발전에 취업비자 허가를 받고 출
국하는 B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캐나다 취업
제일 빠르고 쉽게

요식업
취업보장
프로그램
캐나다 요리 취업 프로그램

대상:  요리사 , 서버

요리사 자격증이나 요리 경험이
있으면 쉽게 지원 가능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유능하
며 경험이 많고 자격이 되는 지
원자는 PNP, EE 등의 이민 프로
그램 또는 속성 이민 프로그램
에 참여도 가능 합니다. 요리
경력이 없는 서버 지원자도 가
능합니다.

프로그램

요리사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A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WPP-101A

요리사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B

(비자 사전 발급)
WPP-102A

가격 799만원 + 신청비 25만원 899만원 + 신청비 100만원

추가비용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EE PNP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0달러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0달러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0달러추가)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EE PNP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 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만원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만원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만원추가)

자격 1년이상경력또는요리사자격증 5년 이상 경력 및 요리사 자격증

취업알선 입국 후 알선 입국 전 알선

인터뷰 현장 방문 화상 인터뷰

비자 eTA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취업비자 허가 받은 후 입국

영어수업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바로 시작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수업 (3년 이내 사용 가능)

적용가능프
로그램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가족 이주에
적합한

관리직
취업보장
프로그램
캐나다 관리직 및 기타 직종 취
업 프로그램

대상:  호텔, 식당, 주유소, 유통 및
서비스업 관리자 또는 기타 서비스
(정육 등) 및 기술직 (디자인, IT 등)
직종

관리직은 소도시나 지방에 위치하
고 있는 다양한 업체의 관리직이며
부부나 가족 이주에 적합합니다. 
기타 업종은 밴쿠버 포함 전 지역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직 및 기타 직종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A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WPP-101B

관리직 및 기타 직종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B

(비자 사전 발급)
WPP-102B

가격 899만원 + 신청비 25만원 999만원 + 신청비 100만원

추가비용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EE PNP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0달러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0달러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0달러추가)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EE PNP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 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만원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만원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만원추가)

자격 해당분야경력자 해당 분야 숙련 경력자

취업알선 입국 후 알선 입국 전 알선

인터뷰 현장 방문 화상 인터뷰

비자 eTA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취업비자 허가 받은 후 입국

영어수업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바로 시작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수업 (3년 이내 사용 가능)

적용가능프
로그램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의 자격증을
캐나다에 그대로

유아교사
취업보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아교사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A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WPP-101C

유아교사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B

(비자 사전 발급)
WPP-102C

가격 899만원 + 신청비 25만원 999만원 + 신청비 100만원

추가비용

자격증 변경비
한국 자격증을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경 +150만원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PNP/EE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0달러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0달러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0달러추가)

자격증 변경비
한국 자격증을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경 +150만원

이민 고용주 할증료
영주권 지원 직장 결정 시 할증료

PNP/EE +199만원
속성 이민 (RNIP, SINP 등) +399만원

비자 수속비
취업비자수속비 350만원 + 부대비약 1500달러
이민비자수속비 450만원부대비약 2000달러

(EE+PNP 복수일경우 +150만원추가)

자격 유아교육자격증 (유아교육과 2년제이상) 유아교육자격증 (유아교육과 2년제이상)

취업알선 입국 후 알선 입국 전 알선

인터뷰 현장 방문 인터뷰 화상 인터뷰

비자 eTA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전환 취업비자 허가 받은 후 입국

영어수업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바로 시작
12주 (120레슨) 이민용 아이엘츠 제네랄 수업, 입국

후 수업 (3년 이내 사용 가능)

적용가능프
로그램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LMIA 취업비자, PNP, EE, 속성이민프로그램전부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프로그램

대상:  유아 교육 교사

한국에서 유아 교육 교사의 자격증
을 소유하고 있거나 2년제 이상의
유아 교육 학위 (ECE) 를 소지하고
있으면 캐나다의 자격증으로 시험
이나 영어 검증 없이 변경하여 캐
나다에서 유아 교육 교사 (보조교
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캐나다 이민
가장 쉽게

간병인
영주권
프로그램
캐나다 간병인 취업 프로그램

대상:  간호사 또는 간병인

간호사 또는 간병인으로 다년간
경험 있는 후보자는 캐나다 취
업 2년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가정에서 환자나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에 도움도
줍니다.  거주 또는 출퇴근 가능
합니다. 주 5일 근무 하며 고용
주는 캐나다 노동법을 준수합니
다.

프로그램

간병인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A
(캐나다에서 비자 취득)

WPP-101D

간병인 취업
어학연수
프로그램 B

(비자 사전 발급)
WPP-102D

가격 999만원 + 신청비 25만원 1099만원 + 신청비 100만원

추가비용

비자및이민수속비

이민수속비 4500달러부대비약 2000달러

LMIA취업비자수속비 3500달러 + 부대비약 1500달러

비자및이민수속비

이민수속비 450만원부대비약 2000달러

LMIA취업비자수속비 350만원 + 부대비약 1500달러

자격 간호사또는간병인경력 1년이상
간호사또는간병인경력 3년이상

아이엘츠 5.0점이상소유

취업알선 입국후알선 입국전알선

인터뷰 현장방문인터뷰 화상인터뷰

비자
eTA로입국후취업비자로전환

2년간취업후영주권신청

취업비자허가받은후입국

2년간취업후영주권신청

영어수업
12주 (120레슨) 이민용아이엘츠제네랄수업, 입국후바

로시작

12주 (120레슨) 스피킹, 라이팅강화수업, 입국후수업 (3

년이내사용가능)

적용가능프로

그램

LMIA, 간병인이민프로그램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LMIA, 간병인이민프로그램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

orker Pilot)

모든 정보는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PDI의 모든 이민 서비스는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1999년 8월 설립의 20년 전통. 1953년

설립 일본 SEIWA 그룹의 현지법인.  최대

유학업체 SMARYU 협력 업체

단순 어학 또는 서포트 제공 만이 아닌

해외에서의 교육, 취업에 대한 목표

달성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하는 업계 유일의 기업.

교육, 홈스테이, 인턴십,  취업, 생활 상담

전부 자체적으로 진행.  문제 발생시

100% 책임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캐나다 유학, 취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 (영어교육, 홈스테이, 

공항픽업)를 포함 하여 편리성과 가성비를

겸비 함

모든 취업 및 인턴십 100% 보장.  문제

발생 시 3개월 이내 변경 가능

PDI 수업 아이엘츠 과정 기본 포함.  

수강생 80%는 3개월 이내 5.0 획득

(국공립 대학진학 가능 점수)

PDI의 모든 비자 및 이민 서비스는 정부

공인 이민 법무사에 의해 진행 됨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PDI

설립 연도 : 1999년
계열: Seiwa Group, Japan

주소: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Canada
www.pdicanada.net
info@gmail.com

설립 1999년
캐나다 전문

http://www.pdicanada.net/
mailto: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