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기좋은선진국캐나다로제일쉬운이민 방법
고졸 대상 캐나다 대학 책임 입학 패키지 999만원!

12주국공립대학책임입학 패키지

•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만 30세 이하)

• 입학조건: 자체 입학 테스트 레벨 3/5 (Intermediate) 이상

• 시작일: 매월 첫 월요일 (입국 하루 전날)

• 가격 999만원 + 25만원 등록비

• 12주 최대 6명 소수정원제 아이엘츠 아카데믹 수업 (10:00-15:00)

• 12주 홈스테이, 1일 3식 제공

• 책임 입학제, 3개월 이내에 최소 2년제 국공립 대학 입학 가능한 점수 취득 하지 못할 시 계속 무료
수업 (추가 홈스테이 85만원/월 불포함)

옵션

• 소수정예 영어 수업 199만원 / 4주 (주 22.5시간풀타임 10:00-15:00)

• (A) 영어가 부족한 학생 대상 사전 준비 수업 또는 (B) 대학 입학 결정된 학생 대상 대학 준비
수업

• 홈스테이 (1일 3식) 85만원 /월

• 대학생 유학 패키지 199만원 / 월

• 홈스테이 (1일 3식), 생활 상담 및 케어 스피킹 라이팅 보강 수업 12 시간, 1:1 튜터 4시간
(1학기 4개월 씩 등록 가능)

• 취업보장 취업 알선 서비스 (비즈니스인턴십) 199만원

• 대학 졸업 후 취업 알선 보장

특징

 캐나다 영주권을 제일 안전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을 책임져 드립니다.   

 취업 전쟁 탈출! 적성에 맞고 장래성 있는 공부나 기술을 배워 캐나다에서
인생을 설계합니다.  캐나다 2년제 대학 1년 등록금 약 1,500-1,700만원

 단 3개월내에 대학진학에 필요한 아이엘츠 최소5.0 획득. PDI 아이엘츠
풀타임 수강생 80%가 5.0 이상을 획득합니다.  주 대상 대학 Capilano, 

Kwantlen, VCC.

 캐나다 입학 시기 (9월,1월, 5월) 6개월 전 캐나다 입국 3개월동안 공부 후
아이엘츠 점수 취득, 입학서 접수 후 귀국. 비자 신청 후 입학시기에 맞춰
재입국 또는 입학 시기 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입학 까지 체류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 혜택

 대학 학업 중 주 20시간 알바 가능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에게 3년의 PGWP 오픈 취업비자 발급

 취업비자 3년 내에 1년 풀타임으로 취업 시 영주권 우선 (Express Entry) 

신청 가능 (영주권1.5-2년소요)

 동반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 부여 (주신청자 학업 시 2년 + PGWP

기간 3년, 총 5년 동안 무상 교육)

 동반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 부여 (주신청자와 같은 기간)

캐나다 대학 책임입학 패키지 CEC-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