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1999 년 캐나다 전문 

 

JSP-CIP-19K(1.1) 캐나다 NEXT 코업인턴패키지 

홈스테이 + 대학 과정 연수 + 취업 + 돈벌이+ 취업 이민 기회까지! 캐나다 취업 이민에 최적격 패키지  

999 만원으로 캐나다 취업 이민의 꿈 이루기! 
캐나다 NEXT 코업 인턴 패키지 -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패키지  

 

편리한 캐나다 코업 비자 왜, 누가 필요한가요? 

▪ 코업은 비즈니스, 호스피탈리티 및 네트워크, 웹 및 모바일 어플 개발 등의 대학과정을 공부한 후 공부한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취업도 할 수 있는 편리한 비자 제도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해보며 자신에게 딱 맞는 캐나다에서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캐나다 NEXT 패키지는 오직 PDI 에서만 제공합니다. 

  

▪ 코업 비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o 캐나다 취업 이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학 과정 공부 

o 학업 중 20 시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취업 가능 

o 학업을 마치고 학업을 한 같은 기간 동안 풀타임 취업 가능 (예: 6 개월 학업, 6 개월 취업) 

o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업종 취업 가능 

 

▪ 다음과 같은 상황에 코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o 공부도 하고 취업을 통해 이민에 도전하고 싶을 경우 

o 만 30 세가 넘어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o 추첨제이며 경쟁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에 실패한 경우 

  

▪ PDI 의 캐나다 NEXT 코업 인턴 패키지만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o 1 년 또는 2 년 과정 중 선택 가능 

o 다양한 학업 과정 – 비즈니스, 호스피탈리티, 마케팅, IT (네트워크 또는 웹 및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중 선택 

o 취업 보장 – 대형 호텔 유급 인턴십 및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실무 인턴십 

o 높은 수입 – 호텔 유급 인턴십은 월 300 만원의 수입이 가능 (시급 $15 – 18) 

o 아르바이트 취업 도움 – 영문 이력서 및 취업 상담 

o 서포트 – 학업 및 인턴 기간 중 완벽 지원 (부당해고 시 대체 직업 알선) 

o 홈스테이  (첫 4 주), 공항 픽업 및 제반 서포트 제공 

 

취업 이민 4 가지의 기회!  PDI 의 캐나다 NEXT 를 통해 다양한 취업 이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호텔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 받기 2. 인턴 업체에서 취업비자 스폰서 받기 

유급 인턴 직장인 호텔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 비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인턴 호텔은 대형 기업으로 

우수한 직원에게 취업 비자나 영주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실무 인턴 업체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늘 찾고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 무급 인턴에서 

정직원으로의 채용은 물론 취업 비자나 영주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공립 대학진학을 통해 영주권 받기 4. 아르바이트를 통해 취업비자 스폰서 받기 

유급 호텔 인턴을 통한 저축으로 캐나다 국공립 대학 자금을 

마련해서 대학 진학에 도전합니다. 캐나다는 국공립대 

졸업생에게 3 년간의 오픈 취업 비자와 영주권 우선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학업 중 체험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직장인 식당, 카페 또는 

서비스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에게 취업비자 나 영주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1999 년 캐나다 전문 

 

JSP-CIP-19K(1.1) 캐나다 NEXT 코업인턴패키지 

캐나다 NEXT 코업 인턴 패키지 포함 내용 

 
 

1 년 프로그램 999 만원 

+ 등록비, 교재비 

2 년 프로그램 1,799 만원 

+등록비, 교재비 

코업비자 6 개월 학업 +6 개월 취업, 총 12 개월 12 개월 학업 +12 개월 취업, 총 24 개월 

학업 내용 A-D 중 선택: 

A. 고객 서비스 (CRS - Customer Relations Specialist) 

B. 호스피탈리티 (HM – Hospitality Management) +150 만원 

C. 비즈니스 (IBM -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50 만원 

D. 디지털마케팅 (DMS – Digital Marketing Specialist) + 250 

만원  

 
 
 
 

A-F 중 선택: 

A. 호스피탈리티 (HM - Hospitality Management)  

B. 비즈니스 + 호스피탈리티 (IBM -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HM)  

C.디지털마케팅 + 비즈니스 (DMS - Digital Marketing 

Specialist + IBM) 

D. 고객 서비스 + 호스피탈리티  

E. 네트워크 (NSSS - Network & System Solutions Specialist) + 

250 만원 

F. 웹 및 어플 개발 (Web & Mobile App Development) + 

250 만원 

취업 보장 학업 후 호텔 유급 인턴십 -캐나다 유명 리조트 호텔에서 

현지인들과 기숙사 생활하면서 근무.  월 약 300 만원 수입 

(시급 $15-18+팁) 및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 제공 (4 대보험, 

유급 휴가 등) 

1. 학업 후 호텔 유급 인턴십 -캐나다 유명 리조트 호텔에서 

현지인들과 기숙사 생활하면서 근무  

2. 실무 인턴 선택 시 캐나다 업체에서 전공 및 경력에 맞춘 

인턴십 제공 (무급으로 시작한 후 1-3 개월 이내 정직원 

채용) 

지원  학업 및 인턴 기간 동안 완벽 지원, 부당해고 당할 시 대체 

직업 제공.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관련 

지속적인 상담 제공. 

학업 및 인턴 기간 동안 완벽 지원, 부당해고 당할 시 대체 

직업 제공.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관련 

지속적인 상담 제공. 

숙식 1. 1 일 3 식 포함 홈스테이 (첫 4 주) 포함, 연장 또는 자취 

결정 

2. 호텔 유급 인턴십 기간 기숙사 생활 (무상 또는 월 $300-

400) 

1. 1 일 3 식 포함 홈스테이 (첫 4 주) 포함, 연장 또는 자취 

결정 

2. 호텔 유급 인턴십 기간 기숙사 생활 (무상 또는 월 $300-

400) 

선택 사항 

(등록 시 신청 

필수) 

A. 캐나다 기업에서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서 실무 인턴십 

+200 만원 (정가 499 만원) 

B. 3 년 오픈 취업 비자와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 준비 프로그램.  파트 타임 (IELTS 

핵심 스피킹 라이팅 수강)  +200 만원 (정가 300 만원), 

풀타임 (IELTS 전과목 수강) +300 만원 (정가 400 만원) 

A, B 중 선택:   

A. 캐나다 기업에서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서 실무 인턴십  

B. 3 년 오픈 취업 비자와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 준비 프로그램.  파트 타임 (IELTS 

핵심 스피킹 라이팅 수강) 풀타임은 (IELTS 전과목 수강) 

+100 만원  

 

기타 혜택 공항 픽업, 도착 오리엔테이션, 은행 구좌, 휴대폰 등 개설, 

학업 중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이력서 등) 

공항 픽업, 도착 오리엔테이션, 은행 구좌, 휴대폰 등 개설, 

학업 중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이력서 등) 

예상 수입 1. 아르바이트 - 학업 중 주 20 시간 x 시급 $11-13 + 팁 = 약 

$1200~1400 /월 소득 (6 개월) 

2. 호텔 유급 인턴십 – 시급 $15-18 x 40 시간 = 약 $2700-

3000/월 소득 (6 개월) 

1 년간 총 $23,000-26,000 수입  

 
 
 

지출- 학업 시 $1500- 2,000 (6 개월), 호텔 인턴 시 $800-

1,000 (6 개월) 

1 년간 총 $13,800-18,000 지출 

최대 약 $12,000 저축 가능 (대학 1 학기 등록비 약 $7000) 

1. 아르바이트 - 학업 중 주 20 시간 x 시급 $11-13 + 팁 = 약 

$1200~1400 /월 소득 (12 개월) 

2. 호텔 유급 인턴십 – 시급 $15-18 x 40 시간 = 약 $2700-

3000/월 소득 (9 개월) 

3. 실무 인턴십 - 1-3 개월 무급 인턴십 후 시급 $12-16 x 

40 시간 = $2000-2700/월 소득 (3 개월) 

2 년간 $44,700-51,900 총 수입 

지출 – 학업 및 실무인턴시 $1500-2,000 (15 개월), 호텔 

인턴 시 $800-1,000 (9 개월) 

2 년간 총 $29,700-39,000 지출 

최대 약 $22,000 저축 가능 (대학 1 학기 등록비 약 $7000) 

옵션 취업 비자 스폰서 보장 + 399 만원 

아르바이트, 호텔, 실무인턴 업체 또는 개별 기업과 

교섭해서 취업비자 지원 제공 

취업 비자 스폰서 보장 + 399 만원 

아르바이트, 호텔, 실무인턴 업체 또는 개별 기업과 

교섭해서 취업비자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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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급 인턴십 주요 파트너 호텔 체인 

  
 

   

 

 실무 인턴십 주요 파트너 기업 

 

1 년 (12 개월) 패키지 스케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업 (6 개월) 유급 인턴십 

(3-6 개월) 

 

옵션: 실무 인턴십 또는 

대학진학 준비과정 (~3 개월) 주 20 시간 아르바이트 (6 개월) 

 

2 년 (24 개월) 패키지 스케쥴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학업 (12 개월) 유급 인턴십 

(6-9+개월) 

 

실무 인턴십 또는 대학진학 

준비과정 (~6 개월) 주 20 시간 아르바이트 (6 개월) 

 

캐나다 NEXT 코업 인턴 패키지 - 프로그램 상세 정보 

 

비즈니스 인턴십 

 

마케팅, 관리 및 자동차 정비 

비즈니스 인턴십 

 

IT 

비즈니스 인턴십 
 

 

파이넨스 

비지니스 인턴십 

 

캐나다 명문 UBC 대학 Innovation 벤처  

호스피탈리티 및 비지니스 인턴십 

 

캐나다 최대의 호텔 매니지먼트 기업 

발룬티어 

 

Byrne Creek Community School 

지역 커뮤니티 센터+학교의 혁신센터 

 1 년 패키지 2 년 패키지 

포함 코업비자 6+6 총 12 개월 

- 코업 학습 6 개월 

- 코업 취업 6 개월 

아르바이트 춰업 지원 

호텔 유급 인턴십 

홈스테이 4 주 (2 인 1 실 기본 +39 만원 싱글 룸) 

공항픽업 및 제반 서포트 

코업비자 12+12 총 1 개 24 개월 

- 코업 학습 12 개월 

- 코업 취업 12 개월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호텔 유급 인턴십 

A. 실무 인턴십 또는 B.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중 택 1 

홈스테이 4 주 (2 인 1 실 기본 +39 만원 싱글 룸) 

공항픽업 및 제반 서포트 

불포함 항공권, 건강보험, 생활비 (한국과 비슷한 수준) 항공권, 건강보험, 생활비 (한국과 비슷한 수준) 

가격 999 만원 

+등록비 45 만원, 교재비 85 만원 (CRS, IBM, DMS), 65 만원 (HM) 

1,799 만원  

+ 등록비 35 만원, 교재비 110 만원 (HM), 150 만원 (IBM+HM, 

IBM+DMS, IBM+HM), 100 만원(DSSS), 120 만원 (WMAD)    

등록 및 비자 등록 3 개월전 필수,학생 비자 온라인 신청 ($150 신청비), 신체검사, 바이오메트릭스(지문채취, 캐나다비자센터), 캐나다 입국 시 비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