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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chool Program  
Total Care Programs 
PDI 목표 달성 토탈 관리형 공립학교 조기유학 – TCS | TCE | TCS-S | TCE-S | PPS | PPE 

 

 

 

 

  

 

 

 

유학을 위한 유학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유학을… 

조기 유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형 유학으로 수준 높은 공립학교 정규 유학 및 캐나다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기반으로 맞춤형식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추가, 졸업 및 진학 준비 까지 16 년 전통의 전문 유학 

기업 PDI 가 학사, 생활, 진학에 관련 된 유학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완벽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 

- 대학 진학 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 한국의 국제학교, 민사고, 국제학교, 영어중고등학교등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 

- 상주 카운셀러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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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유학 유형 

 

유학 코스 내용  

초등학생  

ACADEMIC 

한국 영어중학교  

입학 준비 유형 

 
 
 

1. 캐나다인 가정에서 홈스테이 

2. 공립학교 입학 2 개월 전, 정규과정 영어 준비 “브릿지” 과정 이수 (첫해) 

3. 순위 높은 공립 초등학교 입학 

4. 한국의 영어 중학교, 국제학교, 민사고 입학을 위한 특별 과외 교육 및 지도 

(영어 인터뷰, 수학 등) 

 

중. 고등학생  

ACADEMIC  

북미 대학교  

입학 목표 유형 

 

1. 캐나다인 가정에서 홈스테이 

2. 공립학교 입학 2 개월 전, 정규과정 영어 준비 “브릿지” 과정 이수 (첫해) 

3. 순위 높은 공립 중고등학교 입학 

4. 북미 대학 진학을 위해 내신에 집중 한 방과 후 집중 교육 

5. 대학 입학 준비 과외 및 입학 프로세싱 (미국 대학 진학 목표 시 PSAT, SAT 

시험 준비) 

6. 캐나다 대학 진학 시 졸업 후 캐나다 영주권 취득 추진 

 

고등학생 고학년 

VOCATIONAL  

직업훈련 및 캐나다 

영주권 취득 목표 유형 

 

1. 캐나다인 가정에서 홈스테이 

2. 공립학교 입학 2 개월 전, 정규과정 영어 준비 “브릿지” 과정 이수 (첫해) 

3. 단시일내 고등학교 졸업에 유리한 공립학교 입학 

4. 영어, 사회 등 고난도의 영어가 필요한 교과는 온라인 (통신교육)을 통해 

학점 이수 

5.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6. 2 년제 기술 전문학교, 또는 College 를 거쳐 4 년제 대학교 입학  

a. 2 년제 전문학교 졸업, 1 년간 취업 후 영주권 취득 자격 확보 

b. 4 년제 대학교 입학 및 졸업, 1 년간 취업 후 영주권 취득 자격 확보 

7. 영주권 신청 후 약 1.5 – 2 년 후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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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관리형 유학  - 장기 및 단기 유학 포함 서비스 

 

포함 서비스 내용 

공립학교 정규 과정 

 

밴쿠버 인근 모든 교육청 학교 선택 가능 

학교 상대 모든 후견인 서비스  

 

중산층 이상 캐나다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고학력, 캐나다인 가정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 엄선 

여자 학생인 경우 성별 고려 배정 

 

목표 달성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한국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진학 코스 (초등학생) 

미국 대학 진학 코스 

캐나다 대학 진학 코스 

기술학교 진학 후 영주권 취득 코스 

 

모든 입학 또는 

자격 시험 준비 

과외 포함 

TOEFL 
TOEIC 
SAT1, SAT2 
IELTS 
Provincial Exams 
 

방과 후 및 주말 

목표 달성형 과외 

교육 

학생 목표에 맞는 맞춤형 과외교육 

영어, 사회, 수학, 물리 등 모든 캐나다 Academic 교과 

한국 수학  

시험기간 또는 시험 준비시는 심화 교육 실시 

 

방과 후 예체능 

활동 소개 및 관리 

스포츠 (태권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예술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 등) 

취미 및 문화 (암벽등반,  외국어 등) 

 

모든 서포트 서비스 

일체 

 

입국 귀국 시 모든 공항 픽업 서비스 

입학 서류 및 스터디 퍼밋 관련 모든 대행 서비스 

긴급 상황시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디언 서비스 일체 

 

지속적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공립학교 학사 관리 일절 

대학 진학 컨설팅 및 입학 원서 서비스 

학생 비자 관련 모든 대행 서비스 

 

모든 학부모 방문 시 

Concierge 서비스 포함 

공항 픽업 서비스  

호텔 및 여행 예약 서비스 

모든 일반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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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공자 및 교육기관 PDI:  

PDI 는 1999 년에 설립된 50 년 전통의 일본 SEIWA 그룹의 현지 법인으로 매년 200 명 이상의 어학 연수, 유학, 단체연수, 기업연수 참가자에게 

최상의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최고의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Public School Program – Total Care Program    
  

대상: 신체 건강한 10 세 이상 초.중.고등 학생 

시작일: 가을학기 매년 9 월, 봄학기 매년 2 월 

등록 마감일: 1 학기 – 4 월 30 일, 2 학기 - 9 월 30 일 

포함 내역 불포함 내역 

후견인 서비스 

홈스테이 

의료보험 

과외비 

토탈 관리형 유학 서비스 

공항 픽업 등 모든 제반 서포트 

학부모 방문시 Concierge 서비스  

항공권 

여행자 보험 

용돈 

토탈 관리형 유학  - 장기유학 

중고등학교 과정 (Code: TCS)              1 년 (10 개월, 2 학기, 1 학년 과정)  350 만원/월    

초등학교 과정 (Code: TCE)  1 년 (10 개월, 2 학기, 1 학년 과정) 389 만원/월 

* 학비 불포함  (공립 약 1500 만원, 약 2000 만원) 

 

* 과외 - 주 6 시간  

* 중고등학생은 PDI 에서 과외,  초등학교는 방문과외 

* 등록비: CAD 300 
 

토탈 관리형 유학  - 단기 정규과정 

중고등학교 과정 (Code: TCS-S) 4 개월                                 499 만원/월  

초등학교 과정 (Code: TCE-S)              4 개월                                       539 만원/월 

* 과외 - 주 6 시간 

* 중고등학생은 PDI 에서 과외, 초등학교는 방문과외  

* 등록비: CAD 300 

 

옵션: 

브릿지 프로그램 (공립학교 입학준비 특별 영어과정) -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받는 영어 적응 프로그램 

중고등학교(Code: PPS) 4 주 (1 주 22.5 시간 집중 교육)  450 만원/월 

초등학교 (Code: PPE) 4 주 (1 주 22.5 시간 집중 교육)  499 만원/월 

* 초등학생은 PDI 까지 교통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