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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국 대학에 연연하지 않고 쉽게 유학파 되기 

최단기 캐나다 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 - ECE 

3 개월만에 캐나다 국공립 대학 입학 자격 보장! 

 

 

 

입시지옥 탈출!  취업대란 탈출! 일류 선진국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 

캐나다 국공립 대학에서 2 년제 이상의 학위로 졸업하면 최대 3 년의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성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 1 년 풀타임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PDI 의 ECE 

(Express College Entry)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진학을 최단 시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PDI 는 입학은 

물론 대학 유학 기간, 졸업 후 취업, 이민까지 끝까지 같이 합니다. 

 

ECE 란?    비교우위: 기존 어학원 12 개월+ VS PDI ECE 3 개월! 

PDI 의 ECE 는 최단 기간내에 캐나다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업계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ESL 어학원의 

Pathway 는 평균 1 년이상의 기약 없는 어학연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만 PDI 의 ECE 는 

단 3 개월만에 대학 입학에 필요한 아이엘츠 점수를 취득하게 함으로서 기간 단축 및 비싼 유학 생활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CE 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ECE 는 3 개월의 아이엘츠 풀타임 인텐시브 과정으로 대학 입학 가능한 영어 점수를 확보합니다.  풍부한 

경력의 아이엘츠 전문 강사와 마주보며 매일 모의 시험을 보는 듯한 소수정예제 밀착수업으로만 가능한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최대 6 명) 수강생 80%가 수강 3 개월 후 국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2 년제) 

입학 조건인 아이엘츠 점수 5.0 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ECE 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 입학에 필요한 모든 

수속 업무를 제공합니다.  진학 상담, 서류 작업 및 등록에 대한 모든 입학 절차를 책임져 드립니다  

  

대학 입학 후의 다양한 서비스 

입학을 확정한 후에는 대학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수업 준비 과정 (College Study Preparation -  CSP)” 

으로 대학 입학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와 생활관리 및 과외 수업이 포함된 대학생 유학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캐나다에서의 취업, 이민까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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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최고 수준의 교육, 쉬운 입학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안전성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캐나다 

대학은 (토론토 대학 세계 10 권, 맥길 

세계 20 위권, UBC 세계 30 위권)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과 

아이엘츠 영어 점수만 있으면 쉽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2 년제 대학 1 년 학비는 약 

1,500 만원 – 1,700 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주 20 시간 동안 

알바도 가능하여 더욱 더 유학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물가로 한국 타지역에 유학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의 총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인종차별이 

없는 높은 시민의식 및 우수한 치안 

환경이 캐나다를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쉽고 빠른 영주권 국공립 대학 유학생의 다양한 혜택 부모님들 노후대책 

캐나다는 외국인이 2 년제 대학만 

졸업하고 1 년만 취업 활동을 하면 

영주권 우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은 약 1 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1) 주 20 시간 알바 허용 (2) 자녀가 

동반 할 경우 무상 교육 제공 (3) 

배우자가 동반 할 경우 취업 비자 

제공 (3) 졸업 후 3 년간의 취업 비자 

(PGWP) 제공 (가족 동반 유지) (4) 3 년 

취업 비자 기간 중 1 년만 취업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 등이 부여 됩니다. 

자녀가 영주권 취득하면 부모나 

조부모의 이민 초청도 가능합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캐나다에서의 은퇴 생활을 

고려해보세요. 

 

 

기존의 어학원 Pathway VS PDI 의 ECE 

 기존 어학원의 Pathway PDI 의 Express College Entry 

대입 방법 
ESL 공부를 하여 상위 레벨이 되면 연계된 

대학 입학 가능 

대학 입학에 요구되는 아이엘츠 점수를 

취득하여 입학 

준비 기간 평균 1 년 이상 3 개월 

학습 방법 
일반 ESL 수업, 각 반 15-20 명, 

학생 관리 없음 

최대 6 명 소수정원제, 매일 모의시험 같은 

반복된 훈련 및 연습, 철저한 학사 생활 관리 

입학 가능 학교 어학원과 연계된 지역 대학만 가능  전세계 영어권 대학 모두 가능  

보장 제도 
보장 없음 – 공부하는 기간에 대한 기약이 

없음. 레벨 달성 때까지 계속 추가 등록 

보장 있음 – 3 개월 이내에 국공립 대학 입학 

가능한 최저 점수인 아이엘츠 아카데믹 5.0 

달성 못할 경우 할 때까지 계속 무료로 수업 

 

 

아이엘츠 (1.0 - 9.0) 점수에 따라 입학 가능한 캐나다 국공립 대학 

아이엘츠 점수 입학 가능한 대학 

5.0 커뮤니티 칼리지 (~2 년제) 

5.5 2 년제 대학 

6.0 기술학교 (2~4 년제) 

6.5+ 4 년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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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보다 쉬운 아이엘츠 시험 

 

 

 

PDI 수강생 사례  

구분 점수 진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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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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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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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5.5 Capliano University 입학 (Tourism, 2 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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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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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6.5 University of Victoria 입학 (4 년제) 

고졸 6.5 Simon Fraser University 입학 (4 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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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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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년도 아이엘츠 아카데믹 3 개월 수강생 전원 5.0 이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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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명 대학 아이엘츠 입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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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공립 대학 입학 보장 프로그램 

코드 ECE-001A (홈스테이 불포함), ECE-001B (홈스테이 포함) 

 

대상  고졸자 

자격  신체 건강한 만 25 세 이하 성인 (만 26 세 이상은 입학 시험 필요) 

 

입국비자 무비자 (ETA)로 입국, 대학 입학 허가서 발급 후 학생비자로 전환 

신청기한 프로그램 시작 전 최소 2 개월  

시작일  매월 첫 월요일 

 

가격   799 만원 (홈스테이 불포함) + 신청비 25 만원 + 교재비 + 15 만원 

999 만원 (홈스테이 포함) + 신청비 25 만원 + 교재비 +15 만원 

포함  12 주 아이엘츠 아카데믹 교육 (풀타임 10:00 -15:00), 추가 보충 수업이 적용될 수도 있음 

대학 입학 상담 및 수속  

생활 서포트 

홈스테이 패키지 선택 시 

12 주 홈스테이 (1 일 3 식 제공) 

공항픽업 

 

불포함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교통비 및 생활비 (물가 한국과 동등한 수준)  

  아이엘츠 시험비 약 CAD 320.00 (1~3 회 필요) 

 

옵션  홈스테이 85 만원/월 + 홈스테이 신청비 25 만원 

 

옵션 프로그램 대학 수업 준비 과정 (College Study 

Preparation -  CSP)  EXT-PRP 

대학생 유학 관리 패키지 

EXT-ULP 

내용 
대학 입학을 앞두고 영어 실력을 끌어 

올리는 수업 
대학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패키지 

포함 
4 주 풀타임 대학 영어 수업, 소수정예제 

(10:00 -15:00) 

홈스테이 (1 일 3 식) 

생활, 학사 관리 및 멘토링 

과외 수업 (소그룹 주 6 시간, 1:1 2 시간) 

가격 

199 만원 /4 주 + 5 만원 교재비 + 신청비 

25 만원 (ECE 등록자 면제), + 홈스테이 

85 만원/월 

199 만원/월 + 25 만원 신청비 (ECE 

등록자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