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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 모두가살고싶어하는캐나다최고의도시밴쿠버에서자녀를무상교육시킬수있는유일한프로그램입니다.

• 몬트리올이나기타오지의무상교육과는다르게처음부터부모의국공립대학입학을실현하여장기적인무
상교육을가능하게합니다.

• 국공립대학입학을통한무상교육은 2년제대학 (커뮤니티칼리지포함) 졸업만으로최대 6년까지자녀를무
상으로공부시킬수있습니다 (대학 3년이내졸업 + PGWP 3년)

• 국공립대학을 (2년제부터가능) 졸업해서 1년만취업을하면영주권을신청할수있고영주권은가족모두에
게적용됩니다.

• 국공립대학진학을하면다음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주 20시간알바허용

• 자녀가동반할경우무상교육제공

• 배우자가동반할경우취업비자제공

• 졸업후 3년간의취업비자 (PGWP) 제공 (가족동반유지) 

• 3년취업비자기간중 1년만취업하면영주권신청자격등이부여됩니다.



PDI 의 대입 준비 과정 (ECE)의 특징

• 단 599만원에 12주간의캐나다국공립대합입학을위한아이엘츠 (아카데믹) 시험준비 수업 (ECE - Express College 
Entry) 과정은물론대입수속과입학허가서발급등의제반 서포트를포함하는편리한 원스톱패키지입니다.

• PDI의대학진학준비아이엘츠프로그램수강생 70%는대학입학에필요한점수인아카데믹 5.0 이상을획득하고있습
니다.

• 특히한국인학생들이고질적으로어려움을겪는스피킹, 라이팅은매일모의시험같은수업방식으로반복적인훈련
을통해영어의기본이약한학생이라도높은점수를획득할수있습니다.

• 한클래스당최대 6명의 PDI 소수정예제튜터식수업만이우수한결과를가능케합니다.

• 한국이나캐나다에서의아이엘츠전문과정은물론필리핀의 1:1 방식으로도점수달성이어려웠던학생들이 PDI를통
해높은점수를내고있습니다.

• 영어에자신이없는부모님은입학가능한점수가나올때까지계속추가비용없이수업을제공하는책임입학옵션을
적극적으로추천합니다. 

• 약간의추가도움이필요하신부모님께서는사전기초영어수업및 1:1 튜터의추가를추천합니다.

• 국공립대학입학을위해이용되는일반어학원의 Pathway 보다빠르고확실하게대학입학을할수있습니다 (본문서
의 Pathway vs ECE 비교표참조)



일반어학원의 Pathway vs PDI의 대입준비과정

기존어학원의 Pathway PDI의대입준비과정 ECE

대입방법
ESL공부를하여상위레벨이되면연계된

대학입학가능
대학입학에요구되는아이엘츠점수를취득

하여입학

준비기간 평균 1년이상 평균 3개월

학습방법
일반 ESL 수업, 각반 15-20명,

학생관리없음
최대 6명소수정원제, 매일모의시험같은반
복된훈련및연습, 철저한학사생활관리

입학가능학교 어학원과연계된지역대학만가능 전세계영어권대학모두가능

보장제도
보장없음 –공부하는기간에대한기약이
없음. 레벨달성때까지계속추가등록

보장있음 (옵션) – 3개월이내에국공립대학
입학가능한최저점수인아이엘츠아카데믹 5
.0 달성못할경우할때까지계속무료로수업



무상교육 vs 조기유학

• 무상교육이조기유학 보다선호되는이유는조기유학은교육청의 International Program의외국인 (국제학생) 
T/O를받아입학시키는제도이지만무상교육은거주자의자녀에게제공되는무상교육이기때문에원하는학
교에넣을수있는가능성이높음.  단, 학교에따라현지거주자들에게도 T/O가없을수도있기때문에학교
에거주자 T/O 확인은필요함 (추첨등을통해지역내에있는다른학교에배정될수도있음).

• 무상교육은거주자 (예: 대학과정국제학생)의자녀에제공되는의무교육이고주소지에따라학교가배정됨
으로원하는학교에따라주소지를만드는것이제일중요함. 

• 근래에현지교사노조의요구에의해교실사이즈를줄이고있기때문에국제학생에대한 T/O는더더욱줄
어들고있는추세임.  국제학생이인기학교의입학은거의불가능한상태임.

• 원하는학교에자녀를입학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이유가자녀가단 1명이라도무상교육이선호되는
이유이기도함.

• 대학 2년, 졸업후오픈워크퍼밋 (Post Graduate Work Permit – PGWP) 3년총 5~6년동안자녀의무상교육
이가능.  퀘벡및 다른주의어학연수를통한무상교육은단기에만접합하며장기무상교육을위해는어차피
대학입학을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  PDI의대입준비프로그램을통해처음부터장기간무상교육을쉽게
구현.



캐나다 유학의 장점

최고수준의교육, 쉬운입학 저렴한학비와생활비 안전성

세계최고의수준을자랑하는캐나다
대학은 (토론토대학세계 10권, 맥길
세계 20위권, UBC 세계 30위권) 대부
분의경우고등학교졸업장과아이엘
츠영어점수만있으면쉽게입학할

수있습니다.

캐나다의 2년제대학 1년학비는약 1
,500만원 – 1,700만원수준입니다.  또
한유학생들은주 20시간동안알바
도가능하여더욱더유학비용을줄
일수있습니다.  한국과비슷한물가
로한국타지역에유학보내는것과

크게다르지않습니다.

미국과는다르게일반인들의총기사
용이제한되어있고인종차별이없는
높은시민의식및우수한치안환경
이캐나다를세계에서제일살기좋

은국가중하나로만듭니다.

쉽고빠른영주권 국공립대학유학생의다양한혜택 부모님들노후대책

캐나다는외국인이 2년제대학만졸
업하고 1년만취업활동을하면영주
권우선신청자격이주어집니다. 영
주권은약 1년반정도소요됩니다.

(1) 주 20시간알바허용 (2) 자녀가동
반할경우무상교육제공 (3) 배우자
가동반할경우취업비자제공 (3) 졸
업후 3년간의취업비자 (PGWP) 제공
(가족동반유지) (4) 3년취업비자기
간중 1년만취업하면영주권신청자

격등이부여됩니다.

자녀가영주권취득하면부모나조부
모의이민초청도가능합니다. 자녀
를유학보내고세계최고의사회복
지제도를자랑하는캐나다에서의은

퇴생활을고려해보세요.



PDI 수강생사례

구분 점수 진학대학

고졸 5.0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입학 (Heavy Mechanical Technology, 2년제)

대졸 5.0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입학 (Automotive Collision, 2년제)

고졸 5.5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입학 (Culinary Arts Diploma, 2년제)

대졸 5.5 Capliano University 입학 (Tourism, 2년제)

고졸 5.5 Kwantlen Polytechnic University 입학 (Business, 2년제)

검정 6.0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입학 (항공정비학과, 2년제)

검정 6.5 University of Victoria 입학 (4년제)

고졸 6.5 Simon Fraser University 입학 (4년제)

고졸 6.5 Douglas College 입학후 University of Toronto 편입 (4년제, 세계 10위권)

고졸 7.5 UBC 입학 (4년제, 세계 30위권, 캐나다입결 1위)



PDI와 함께쉽고 빠르게밴쿠버 무상교육 실현

•캐나다에서 자녀와함께 2-4주 보내며캐나다사전 답사,  현지에서 무상교육에 대한상담진행

•아이엘츠 공부하면서자신감 얻고국공립대학입학에 대한도전 (선생님이 영어 진단해서대학진학 가능한 점수 획득에필요한 기간

제시)

•자녀와함께 밴쿠버지역인기 학군인웨스트밴쿠버, 노스밴쿠버및 랭리등 가이드와 함께 답사

스텝 1 – 캐나다사전현지답사가족연수 (2/4주) 299 만원 / 499만원

•캐나다에부모혼자입국해서아이엘츠점수준비

•공부하는 동안캐나다생활을 위한사전준비 (자녀의 학교선별, 주택, 자동차등)

•점수획득 후입학원서넣고 한국에귀국해서 비자 신청, 캐나다입학을 위한출국준비

스텝 2 – 캐나다 대학진학을위한어학연수패키지 (3개월) 599만원

•정착서비스 – 공항픽업, 주택 임대, 자동차구입, 가구가전구입, 자녀입학, 일괄 서비스, 차량및 통역 운전사대동 10시간 포함 )

• 방문튜터 서비스 - 자녀방과 후픽업, 가정에서 튜터, 매일 2시간 분량총 40시간 이용 가능, 부모수업에도 튜터 이용가능

스텝 3 – 학기 시작과함께정착 서비스 - 299만원 및방과후자녀 픽업 튜터 프로그램 199만원 (1개월)



가격일람표

스텝 1 – 사전답사 스텝 2 – 대학입학준비 스텝 3 – 입학

상품 사전답사 2주 사전답사 4주 대입준비과정 책임입학옵션 정착서비스 자녀 픽업방문 튜터

가격 299만원
+25만원 신청비

499만원
+25만원 신청비

599만원
+25만원 신청비

299만원 299만원
+25만원

199만원 (1개월)

899만원 (1학기)

자격 없음 없음 토익 700 또는
인터뷰 또는자체시험

만 55세 이하 - 25만원 (기존상품에
추가시 면제)

내용 홈스테이 (1일3식)

수업 파트타임 (10:00-

13:00) 부모 (아이엘츠
수업), 자녀 (공립학교
과정)

지역 탐방투어

홈스테이 (1일3식)

수업 파트타임 (10:00-

13:00) 부모 (아이엘츠
수업), 자녀 (공립학교
과정)

지역 탐방투어

아이엘츠아카데믹 수
업 (10:00-15:00)

대학 입학수속, 입학
허가서 발급
제반 상담및 서포트

대학입학에필요한 최
소 점수 5.0 획득까지
추가 비용없이 계속
수업 제공 (영어에 자
신감 없는 분에겐 필수)

공항 픽업, 주택 임대, 

자동차 구입, 가구
가전 구입, 자녀 입학, 

일괄 서비스, 차량 및
통역 운전사대동
10시간 포함)

자녀 방과후 픽업, 

가정에서튜터, 매일
2시간 분량총 40시간
이용 가능, 부모
수업에도튜터 이용
가능

옵션 아동추가(가족최대4인) 

+50만원/인풀타임 수
업으로 UP (10:00-

15:00) +25만원/인
현지 탐방추가 +25만
원/회 홈스테이제외
시
- 20만원/인

아동추가(가족최대4인) 

+100만원/인풀타임
수업으로 UP (10:00-

15:00) +50만원/인
현지 탐방추가 +50만
원/회 홈스테이제외
시
- 40만원/인

+85만원 홈스테이/월
(1일3식포함)

+ 65만원 1:1 튜터 팩
10시간

+199만원 사전영어수
업 (4주)

통역 운전사차령 1시
간 추가시 CAD 150

시간 추가 CAD 65

* 모든홈스테이 포함 패키지에는공항픽업이포함 됨.



동반비자 관련

• 동반하는가족의 동반비자는 무비자입국제도 (ETA)의발효 이후로동반비자 (Temporary Resident Visa – TRV)
의사전신청보다는부모와입국시발급을추천하고있음.  

• 주신청자(부모)의학생비자허가증발급후캐나다에입국시동반가족은다음과같은서류를이민관에게제
출하면주신청자와같은기간으로동반비자를발급받을수있음.

• 동반가족출국전 ETA신청필수.  지문채취 (Biometrics)는공항에서가능. 지문검사비 CAD 85/인, CAD 
170/가족

• 주신청자 (부모)의 Study Permit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

• 모든가족구성원의 Medical Information Sheet (신체검사확인증) 캐나다입국최소 1달이전검사필요

• 신청비용자녀 CAD 100, 배우자 (오픈워킹퍼밋) CAD 100 + CAD 155 총 CAD 255

• 이민법변경에따라추천절차및비용은변경될수있음.  입국전최신정보의재확인요망.



밴쿠버 지역 주요 국공립 대학 (2년제) 소개

대학 아이엘츠입학점수 지역 특징 International Programs

Capilano College 5.5 (EAP090 조건부), 6.5 North Vancouver 소재
(North Vancouver, West 

Vancouver   지역)

관광학 등취업 준비과정
및 인문학, 4년제 편입 과
정

https://www.capilanou.ca/programs-

-courses/capu-for-you/international-s

tudents/

Vancouver Community Co

llege 

5.0 (자동차 정비), 5.5(요
리), 6.5 (인문학)

Vancouver 소재 요리, 미용, 의학기술 등
다양한 취업 준비과정

https://www.vcc.ca/international/

Kwantlen Polytechnic Uni

versity

5.5 (Pathway 조건부), 6.5 Surrey, Richmond, Langle

y, Cloverdale 소재
IT 등 취업 준비과정및 인
문학

https://www.kpu.ca/international

BCIT 5.5 (비즈니스 입문), 6.0 

(기술 입문), 6.0-7.0

Burnaby, Vancouver 소재 항공정비, 자동차 정비, 

의료 기술등 취업 준비 과
정 및과학 기술 2-4년제

https://www.bcit.ca/international/pr

ograms/

Langara College 6.5 Vancouver 소재 비즈니스 등 취업준비 과
정 및 4년제 편입 과정

https://langara.ca/international-edu

cation/academic-offerings/career-lim

ited-enrolment.html

Douglas College 6.5 New Westminster 소재
(Coquitlam, Burnaby, 

Surrey 지역)

비즈니스 등 취업준비 과
정및 4년제편입과정

https://www.douglascollege.ca/study

-at-douglas/international-students

https://www.capilanou.ca/programs--courses/capu-for-you/international-students/
https://www.vcc.ca/international/
https://www.kpu.ca/international
https://www.bcit.ca/international/programs/
https://langara.ca/international-education/academic-offerings/career-limited-enrolment.html
https://www.douglascollege.ca/study-at-douglas/international-students


관련자료

• 사전현지답사가족연수프로그램상세 (링크)

• 캐나다밴쿠버지역초중고등학교 안내서 (링크)

• PDI 정보

• 홈페이지 www.pdicanada.net

• 주소 614 – 409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C 1T2

• 대표전화 +1-604-689-8776

• 카카오톡 pdicanada (24시간)

https://docs.wixstatic.com/ugd/4dabda_42b065e6580948339c68e14442bb620b.pdf
https://docs.wixstatic.com/ugd/4dabda_e20015750adb4e44917dc669e27729f9.pdf
http://www.pdicanada.net/


PDI 특징

• 1999년 8월설립의 20년전통. 1953년설립일본 SEIWA 그룹의현지법인.  최대유학업체 SMARYU 협력업체

• 단순어학또는서포트제공만이아닌해외에서의교육, 취업에대한목표달성을편리하고저렴하게할수
있도록하는독창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며지속적인상담과지원을통해목표달성을이루도록하는업계
유일의기업

• 교육, 홈스테이, 인턴십,  취업, 생활상담전부자체적으로진행.  문제발생시 100% 책임

• 패키지프로그램에는캐나다유학, 취업에필요한모든요소 (영어교육, 홈스테이, 공항픽업)를포함하여편
리성과가성비를겸비함

• 모든취업및인턴십 100% 보장.  불만족시변경가능

• PDI 수업아이엘츠과정기본포함.  수강생 70%는 3개월이내 5.5 획득 (국공립대학진학가능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