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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ternship  

& Volunteer  

Program 
캐나다 취업, 인턴십, 발룬티어 및 코업 인턴십 프로그램  - INU | INP 

   

캐나다 최고 실적의 취업, 인턴십, 발룬티어 프로그램 

소수 집중 교육 + 분야별 전문 교육 + 직업/인턴십/발룬티어 소개 + 취업 이민 연계 까지! 

- 캐나다 유일, 캐나다인 원어민 강사에게 배우는 소수정원 과외식 영어 집중교육으로 영어 실력 극대화 

- 최장 1 년동안 동안 취업이 가능한 코업 비자 옵션 (6 개월 호스피탈리티 또는 비지니스 전분 분야 교육 포함)  

- 교육 후 캐나다 우량 기업에서의 인턴십 (취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의 발룬티어 소개  

- 성공적인 인턴십 후, 취업이민까지 연계 가능한 서비스 옵션 

- 공항 픽업, 홈스테이 알선 및 모든 체류 제반 서비스 포함  

- 스펙 쌓기에 필요한 추천서 및 써티 발급 

 

 

아시나요? 인턴십은 캐나다 취업과 이민으로의 속성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이 있는 우수 인재에게 이민을 통해 캐나다 잔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고용주가 정규 사원으로서 고용을 원하면 정규 취업 비자를 획득할수 있으며 정규 취업 1-2 년후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됩니다. 

또한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도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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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형 

기본 프로그램 – 무급 발런티어 또는 유급 워킹홀리데이 (INU) 

A. 무급 (6 개월 방문비자 소지자) 

a. 4 주 또는 8 주 풀타임 교육 (22.5 시간)  

b. 16 주 (최장) 무급인턴십 / 발런티어 

B. 유급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  

a. 8 주 풀타임 교육 (22.5 시간) 

b.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기간내 유급 인턴십 

 

입학기준 

중급 이상의 영어 (영어 실력에 따른 직업 선택군이 정해집니다.) 

 

진행 방식 

무급 

- 등록 및 지불 후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 eTA 를 신청하고 입학허가서를 소지 하고 캐나다에 입국합니다. 

 

유급 

- 등록 및 지불 후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후 인비테이션을 받은후 입국할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최장 12 개월 동안 교육, 여행, 취업이 

가능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iec/index.asp 기본 조건은 30 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연간 한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추첨으로 비자를 할당 합니다.  무급 인턴십/발런티어 프로그램은 관광비자로 참가 

가능합니다. 

 

 

 

코업 프로그램 – 유급 인턴십 (INP1, INP2) 

A. 28 주 (4+12+12) 프로그램 (INP1) 

a. 4 주 파트타임 (15.0 시간) 영어교육 (풀타임 22.5 시간으로 연장 가능) 

b. 12 주 전문교육 (주 20.0 시간) 호스피탈리티 디플로마 프로그램 

c. 12 주 인턴십 (풀타임 취업) 

http://www.cic.gc.ca/english/work/iec/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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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2 주 (4+24+24 )프로그램 (INP2) 

a. 4 주 파트타임 (15.0 시간) 영어교육 (풀타임 22.5 시간으로 연장 가능) 

b. 24 주 전문교육 (주 20.0 시간) 비지니스 마케팅 디플로마 프로그램 

c. 24 주 인턴십 (풀타임 취업) 

입학기준 

-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영어 기준 (중급 - Canadian Language Benchmark 5, iBT TOEFL 

61 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시 추가 영어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iBT 최하 41 점 부터 추천해드립니다.  영어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은 INP2 프로그램으로 등록 바랍니다. 

*** PDI 에서 전문 교육전 사전 소수정원 밀착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상기의 영어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실용영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진행방식 

- 출발 3 개월 이전 신청을 완료, 학생비자(코업비자)를 신청, 비자승인서를 받아 입국시 비자를 수령합니다. 

- 입국 후 첫 4 주는 스피킹,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비지니스 과저으이 전문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며 

전문교육 동안에 병행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 다음 12 주 또는 24 주는 전문교육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학습기간 동안 최대 주 20 시간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 취직처가 인턴십 근무처로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학업을 마치면 다음 12 주 또는 24 주의 인턴십을 시작 합니다.  풀타임 근무를 하며 목표에 따라 

정규취업을 준비 합니다 (예: 취업비자 스폰서 확보. 취업 스폰서는 코업 비자 만료 최소 3 개월전 까지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본사에서는 전문적인 취업비자 및 이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P, IMI). 

 

기술분야 출발전 사전 교육 

- 본사는 한국 유수의 전문 교육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다양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일식 조리 (스시) 

o 미용 (헤어, 피부미용, 메이컵 등) 

o 양식 요리, 제빵 제과,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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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 과정 커리큘럼 

Block Hour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Block 1 

(파트타임) 10:00 - 11:20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Speaking –
Practice 
Exams 

Organization 
Correction 
Listening 

Recording 

Block 2 

(파트타임) 11:30 - 12:50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Writing –  
Practice 
Exams 

Writing 
Exercise  

Essay 
Fundamentals 

Business 
Writing 

Lunch 

Block 3 

(풀타임) 13:30 - 14:50 

Reading  - 

Practice 

Exams 

Reading and 

Comprehen- 

sion Exercises 

Business 

reading and 

Case Studies 

Listening 
Practice 
Exams 

British and 
North 

American 
Accent 

Recognition 
and Training 

Listening 
Exercises 

Conversation 
& 

Pronunciation 
– North 

American 
Standard 

Pronunciation 
& Accent 

Reduction, 
Exercises & 

Practices  

Reading  - 

Practice 

Exams 

Reading and 

Comprehen- 

sion Exercises 

Business 

reading and 

Case Studies 

Listening 
Practice 
Exams 

British and 
North 

American 
Accent 

Recognition 
and Training 

Listening 
Exercises 

Block 4 15:30 -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Afternoon 
Activities 

기본 프로그램 4/8 주 교육 또는 코업 프로그램의 4 주 영어과정 스케쥴 월 – 금 10:00- 12:50 

 

전문교육 과정 커리큘럼 

• Unit 1 –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s 

• Unit 2 – Managing Global Teams 

• Unit 3 – International Trade Basics 1 

• Unit 4 – E-Commerce: International Business Online 

• Unit 5 – Management Accounting 

• Unit 6 – International Trade Basics 2 

• Unit 7 – Global Economy and Strategies 

• Unit 8 – Management Ethics: Competing with Integrity 

스케쥴: 28 주 과정 화 목 금 9:00 -16:30, 52 주 과정 월-금 9:00 – 14:30 

 

샘플 컬리큘럼이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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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업체 소개 

본사는 세계 유수의 기업체 협력 없체와 제휴를 맺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리분야 – 일식 또는 이탈리안 및 프랜치 양식 분야 

- 호스피탈리티 분야  

o 리조트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 서버, 하우스키핑 등 영어 수준에 따른 직종 

o 월 $2000 – 3000 수입, 저렴한 기숙사 제공 – 밴쿠버 이외 지역의 밴프, 재스퍼 등의 리조트 

지역으로 이동 필요, 최소 3 개월 근무 필요 

- 기술분야 - IT, 미용사, 정비 등 

- 전문분야 - 사무, 회계, 마케팅 및 IT 계열 등 (약 3 개월 무급 인턴 후, 유급으로 전환 가능 

- 발룬티어 - 비영리 단체 (병원, 노인홈, 호스피스 및 기타 비영리 단체) 

다음은 본사의 협력업체 중 일부분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없체와 제휴를 맺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Business Internship Partners 

                                       

 

 

Professional Internship Partners 

                         

 

 

Hospitality Internship Partners 

                                     

 

 

Cultural Internship and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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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홈스테이는 캐나다인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엄선하여 최상의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는 교통이 편리한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대, 옷장, 

책상이 구비 된 개인방을 제공하며 하루 3 식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도식락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 학생일 경우 신중한 배정을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홈스테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홈스테이 이외의 쉐어룸, 원룸등도 배정 가능합니다. 

지원 서비스 

본사는 대학 및 기숙사의 등록과 비자 발급 등 모든 수속에 따른 지원업무는 물론 캐나다에서 학업 

및 생활 시 발생될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로 24 시간 제공하여 

유학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교육기관 PDI Academy &  Partners 

   
 

PDI Academy는 밴쿠버 최고중심지 에 위치 해있는 소인수 집중교육 전문 어학 기관입니다. 1999 년 

설립 이래 일본 최대 유학원 GIO Club, Ryugaku Journal 과의 협력을 맺고 있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사립 어학 기업입니다.  스피킹, 라이팅, 발음 등 실용 영어 실력 향상에 촛점을 맞춘 English 

Language Clinic 커리쿨럼은 물론 TOEIC / IELTS 시험 준비 과정을 소수정원 방식으로 워크샵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어학원과는 차별되며 효과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 전철 Waterfront 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있으며 밴쿠버 광역 버스들이 모두 

집결해있는 교통 요충지이며 Canada Place, Vancouver Convention Centre, Stanley Park, Pacific 

Centre 쇼핑몰에 인접해 있는 최고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자랑하는 학원입니다.  학생비자 및 

코업비자의 발급과 전문교육은 LCC, SELC 를 포함한 파트너 업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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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Internship Program  – INU1/INU2, INP1/INP2  

  

대상: 신체 건강한 만 19 세 이상 성인 (고졸 이상) 

포함 내역 불포함 내역 (예산표) 

 기본 프로그램 (INU1, INU2) 

교육: 4 주 또는 8 주 소수 정원 집중 영어 교육 (주 22.5 시간) 

인턴십: 교육 후, 경험 및 목표에 맞춘 인턴십 (취업) 알선 

비자: 관광비자, 유급 인턴십을 원할시엔 워킹홀리데이 비자 要 

정규취업 및 이민옵션: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의 유급 인턴십은  

취업비자 및 이민 스폰서 연계 가능 

 

전문 프로그램 (INP1, INP2) 

영어교육: 4 주 소수 정원 집중 영어 교육 (주 15.0 시간)  

전문교육: 12 주 (INP1) 또는 24 주 (INP2) 비지니스 또는 

호스피탈리티 디프로마 프로그램 중 택일 (주 20,0 시간) 

인턴십: 교육 후, 경험 및 목표에 맞춘 인턴십 (취업) 알선 

비자: 학생비자 및 취업 가능한 코업 비자 제공  교육후 12 주 (INP1) 

또는 24 주 (INP2) 풀타임 취업 가능 

아르바이트: 전문분야 교육중 주 20 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정규취업 및 이민옵션: 취업비자 및 이민 연계 가능 

 

기타: 추천서 및 써티 발급 

서비스: 공항픽업, 홈스테이 소개 및 모든 제반 서포트 

항공권 (직항 비성수기 100 만원~, 성수기 220 만원~) 

여행자 보험 (월 5 ~8 만원) 

용돈 (월 $400 ~ 600) 

현지 교통비 (월 $100 ~ 150) 

휴대폰 (월 기본 $40, 데이터 포함 $60-80) 

숙박 및 식대 (홈스테이 옵션 참조) 

 

학생비자 신청비 $150 (전문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및 유급 인턴십 급여 

서비스업: 

시간당 $11~13 

서비스업은 추가수입 (TIP) 수령 가능 (1 일 ~$20+) 

 

기술, 전문분야 (IT 등): 

시간당 $15-20 

가격:  

기본 프로그램 (INU1, INU2) 

- 기본 프로그램: 4 주(영어교육) + 발런티어/인턴십 (최장 16 주) (Code INU1, P20) 350 만원 

- 기본 프로그램: 8 주(영어교육) + 발런티어/인턴십 (최장 16 주) (Code INU2, P20) 450 만원 

- 신청비 35 만원 

전문 프로그램 (INP1, INP2) 

- 코업 28 주 프로그램:4 주(영어교육) + 12 주(전문교육) + 12 주(유급인턴십)  (Code INP1, P20) 799 만원  

- 코업 52 주 프로그램: 4 주(영어교육) + 24 주(전문교육) + 24 주 (유급인턴십) (Code INP2, P20) 999 만원  

- 신청비 75 만원  

옵션: 

- 취업비자 옵션 (Code: IMP, P10)  499 만원 (적용 가능 여부 사전문의요망) 

o 스폰서 가능한 고용주 소개 

o 취업비자 수속 대행 포함 (최대 2 년 취업 가능) 

- 취업비자 취득 후 이민 (Code: IMI, P10) (가격 및 적용 가능 여부 사전문의요망) 

o 고용주 연계 연방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민 또는 주정부 PNP 이민 수속 및 영주권 취득 

o 취업비자 취득 후 1 년 후, 수속 1~1.5 년 소요 

o 스폰서 소개 및 신청 대행 포함 

- 소수 정원 영어 학습 추가 4 주 풀타임 업그레이드 (15 시간->22.5 시간) (Code: EMI-U, P20) 50 만원 

- 소수 정원 영어 학습 추가 4 주 풀타임, 22.5 시간 (Code: EMI, P20) 150 만원 

- 홈스테이 - 1 일 3 식 포함 (Code: HAS, P0) 85 만원 / 월 

- 쉐어룸 또는 원룸 소개 – 아파트 또는 주택 소개비 (Code: HAS-P, P0) 25 만원  

프로그램 제공자 INTERNTREND 는 60 년 전통의 일본 SEIWA 그룹의 자회사로 1999 년 캐나다에 설립이래 매년 300 명이상의 어학 연수, 유학, 

단체연수, 기업연수 참가자에게 최상의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학부문의 인턴십 사업부입니다.  모든 비자 및 이민 수속은 면허를 가진 공인 

컨설턴트에 의해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