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199만원으로 캐나다 어학연수가자 ! 

JUMP START
소수정예 어학연수 프로그램

4주 어학연수 | 취업 | 인턴십 | 대학진학 옵션

*199만원에는 홈스테이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시간 낭비 없는 어학연수,
설립 1999년 캐나다전문

어학연수가니 나도 가야하나? 어디로가지? 너무 비싸지 않은 코스는 없나? 고민하고 있으시면
PDI에서 진행하는 199만원 어학연수 JUMP START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소수정예로 확실히 공부하고 캐나다 취업 이민이나 대학진학 타진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는 향후 10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이주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JUMP START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소수정예제로 영어도 알차게 배우고 현지에서 취업, 이민, 유학도 타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가격 199만원 (+25만원 신청비)           2019년 - 5/6 6/3 7/2* 8/6* 9/3 10/7 11/4 12/2
                                                                                                - 시작일 매월 첫 월요일 (공휴일 일시 화요일)

대상 18세 이상 성인 (고졸 이상)  
진행 (1) 3개월전 신청  (2) 1개월전 등록금 납부 (3) eTA 신청  (4) 입국

포함 내용
- 4주 소수정원제 (최대 5명) 밀착 수업 (이민 또는 유학에 필요한
IELTS시험 준비 수업, 월-금, 10:00 – 13:00)
- DAILY ACTIVITY PACK (방과 후 현지인 교류 액티비티)
- 홈스테이 (1일 3식 제공, 2인 1실)
- 취업, 이민, 유학 현지 상담 및 연계 서비스
- 공항 픽업

불포함 내용
-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
- 기타 생활비 (물가 한국과 동등한 수준)

오직 pd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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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만원으로 캐나다 꿈 이루기!

JUMP START가 특별한이유

 캐나다 유일의 소수 정예 어학연수
캐나다인 선생님과 최대 6명의 소수정예 수업은 1:1과 다름없는 밀착 수업을 통해
개개인의 영어 실력을 단시일내에 최대한 끌어 올려주며 IELTS 기반의 커리큘럼은 
이민, 대학진학에 도움이 됩니다.

 업계 유일한 수업 스케쥴 조정 제도
PDI에서는 스케쥴 조정도 가능해서 며칠동안 여행을 다녀오거나 오후 수업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타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현지인과 교류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PDI는 국적비율이 의미 없는 학원입니다. 캐나다인 선생님과 마주보며 수업을 함은 
물론 현지인들과의 액티비티는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한국에 관심 많은 현지인 
발룬티어들과 다양한 유익한 시간을 가집니다.

 취업, 이민, 진학 무료 상담 서비스 및 다양한 옵션
오직 PDI만이 현지에서 전문가를 통한 취업, 이민,대학진학에 대한 
상세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 책임 입학 프로그램, 
코업 및 인턴십, 이민 서비스 등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의 모든것 포함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캐나다 생활을 체험 하는 1일 3식 홈스테이를 제공하며 
공항픽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3개월 이상 등록 시 Intensive English Certificate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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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생설계가 하고싶다면,

다양한 옵션

업그레이드 (출발 전 선택)

- 홈스테이 1인실 업그레이드 39만원

- 풀타임 수업으로 연장 49만원
    (10:00-15:00)

- 취업 또는 인턴십 알선 250만원

대학 책임 입학 (출발 전 선택)

- 국공립 입학 프로그램 
(최소 2년제 국공립 대학 책임 입학, 
입학 수속 서비스 포함), 
3개월 풀타임 등록+ 299만원

취업 인턴십 이민(현지에서 선택) 코업 과정 + 취업(현지에서 선택)

- 취업비자 프로세싱 299만원
 (+CAD1000 LMIA 신청비)
- 영주권 프로세싱 350만원 
 (+기타 영주권 신청비용)

- 4+4 (학업 + 취업), 6+6, 12+12 

(호스피탈리티나 비즈니스 과정) 

699만원, 899만원, 16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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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준비부터 목표달성까지,

1953년 창립 SEIWA GROUP의 자회사로 밴쿠버에 1999년 설립
일본 최고의 유학기업인 GIOCULB,MYCOM 및 KPMG,YIFANG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유학 및 어학 전문 기업입니다. 
한분 한분의 완벽한 만족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고객 만족 우선주의를 
회사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pdi는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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