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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Program for  

Young Adults 
S.T.E.P. 고교 졸업생 대상 캐나다 대학 진학, 취업 및 이민 프로그램 - TTP | PTM 

  
 

 

 

 

 

 

 

 

 

   

 

 

사회인으로써의 첫걸음을 캐나다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 
 

틀에 박힌 한국에서의 입시 전쟁을 통한 효용성없는 대학 진학 대신 캐나다에서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신개념의 유학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고소득 직종 취업에서 부터 영주권 취득 까지 

본인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 해 줍니다. 

아시나요? 캐나다는 2 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 기회 까지 부여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최대 3 년간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유학생들의 취업 및 이민을 통해 

우수 인력의 캐나다 잔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3 년중 1 년간의 풀타임 취업을 근거로 Canada Experience Class 라는 특별 속성 이민 경로를 통해 단시간내에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주 20 시간 까지 근로 활동이 가능하여 보람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유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에게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도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공립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도 캐나다에서 습득한 유망 직종의 최신 기술을 한국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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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4 단계 S.T.E.P. – Study . Training . Experience . Permanent Residency 

고려 할 사항 

 

각 학기 시작 8-9 개월 이전에 

캐나다 입국 필요 (캐나다 대학 각 

학기 입학일 1 월, 5 월, 9 월) 

 

홈스테이 6 개월 이후 원룸 또는 

기숙사 이전 추천 (식사 및 문화가 

한국인에게 적합한 아시아계 

홈스테이 추천) 

 

2 년제 입학 후 4 년제 편입 가능성 

열어놓고 4 년제 대학교로 학점 이전 

가능한 과목 선별   

 

졸업후 한국 귀국도 염두에 둔 학과 

선별  

 

 

 

 

추천 유망 직업군 

  

2 년제 과정  

연봉 6 만 ~ 8 만불 

항공정비사, 물리치료보조사, 방사능 

의료기술자, 인터넷 보안전문가, 3D 

그래픽 디자이너, 요리사  

추천학교: BCIT, Kwantlen, Capilano, 

Douglas, Langara 

 

4 년제 과정 

연봉 7 만 ~12 만불  

지질학 (석유산업), 지질공학 (석유 

시추 엔지니어), 전산학 (프로그래머) 

추천학교: UBC, SFU, UVIC, UNBC 

(Langara, Douglas, Capilano 통해 

편입) 

TTP / PTM 진행시 제반 서비스 

 

유학생이 필요한 모든 관리, 지원 

서비스를 일체 포함합니다.   

 

입국 및 한국 방문시 공항픽업, 

홈스테이 알선 및 24 시간 긴급 대응 

서비스 등의 안심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학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학생을 지도 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갑니다.  

 

부모님 방문시 공항픽업 및 여행 관리 

일체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1 STUDY   
대학 입학 준비 교육 - 소요기간 6 개월 

TTP (Transition Training Preparation)  

- 6 개월 2 년제 대학 (전문대) 입학 준비 과정 

(4 년제일 경우 2 년제 대학 입학 후 편입) 

- TOEFL, IELTS 영어 시험 또는 English 12 과정 

이수 등의 영어 기준 충족 교육 

- 소인수 및 1:1 의 풀타임 교육 (10:00 – 15:00) 

- 입학 에세이, 입학 인터뷰 교육 

- 대학 입학 카운셀링, 원서 수속 및 지원 일체 

 

2 TRAINING   
대학 입학 후 과외 및 관리- 소요기간 2 ~ 4 년 

PTM (Post-Secondary Tutoring and Mentoring) 

- 과외 및 관리 프로그램 

- 주 10 시간의 방과 후 및 주말 과외 수업 

-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  

 

3 EXPERIENCE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 수속 및 취업 지원  

IMP (Immigration Placement Support)   

-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 수속  

- 3 년 취업 비자 취득 

- 취업 지원  

-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 

 

 

4 PERMANENT RESIDENCY   
취업 후 이민  

IMI (Immigration Processing Services) 

- 1 – 2 년 해당 직업군 근무 후 영주권 신청 

- 신청 후 1 – 2 년 후  영주권 취득 

-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특징 

- 명문대 및 경력자 출신 최고 경력의 강사진을 통한 대학 입학 준비 교육 및 과외 교육 

- 캐나다 최고 명성의 공립 및 사립 전문대 와 4 년제 대학교를 통한 유망 직종 직업 교육 

- 졸업 후 취업 비자 취득 및 캐나다 일류 기업 취업 알선  

- 유망 직종의 경력 습득 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 또는 한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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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2-4 년제 공립 대학입니다.  PDI 는 아래의 대학과 긴밀한 공조 관계로 

원활 한 입학 및 졸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British Columbia 

  Kwantlen University College 

  Malaspina University College 

  Okanagan University College 

  The University College of Cariboo 

  University College of the Fraser Valley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Camosun College 

  Capilano College 

  Columbia College 

  Coquitlam College 

  Douglas College 

  Langara College 

  Northern Lights College 

  Selkirk College 

  Vancouver Community College 

Alberta 

  Augustana University College 

  Alberta College of Art&Design 

  Grande Prairie Regional College 

  M.H.C. College 

  Mount Royal College 

  Sou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 

Ontario 

  Algongquin College 

  Centennial College 

  Conestoga College 

  Fanshawe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Georgian College 

  Humber College 

  Mohawk College 

  Niagara College 

  Seneca College 

  Sheridan College 

Manitoba   Red River Community College 

Quebec   LaSalle College 

Nova Scotia   University College of Cape Breton 

Prince Edward   Atlantic Tourism & Hospitalit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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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취업 협력사 

PDI 는 아래의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캐나다 유수의 

우량업체들에 취업 및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IMP 선택시). 

 

서비스 및 금융 업계 

                       

 

자동차 유통 및 정비 업계 

                                                                             

 

항공 업계 

           

 

 

정보통신 업계      F&B 업계 

                           

 

 

호스피탈리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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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ep Program for Young Adult –  TTP, PTM   

  

대상: 신체 건강한 고교 졸업생 (고교 졸업장이 없을 경우 통신교육으로 졸업장 획득 가능) 

 

시작일: 캐나다 대학 학기 시작일 1 월, 5 월 9 월 (3 학기 중 2 학기 수료 1 학년 인정) 

포함 내역 불포함 내역 

입학 준비 집중교육 비용 (TTP) 

대학 입학 원서 수속 (TTP) 

대학 학업 중 과외 (PTM) 

학업 및 생활 관리 (TTP, PTM) 

홈스테이 (TTP, PTM) 

공항픽업 및 가족 서비스 (TTP. PTM) 

항공권 

대학 학비 ($18,000 - $20,000 / 1 학년) 

생활비 

여행자 보험 

가격:  : 

1. S.T.E.P. 고교졸업생 대학 입학 준비 교육 및 대학 입학 수속 프로그램 (Code: TTP)  

o 집중 교육 주 22.5 시간 

o 대학 입학 완전 서포트 

o 홈스테이 포함 (시험 비용, 기타 수업 비용 별도) 

o 6 개월 코스 (Code: TTP6, P10)- 교육 주 22.5 시간 교육 350 만원/월 

o 3 개월 코스(Code: TTP3, P10)– 교육 주 22.5 시간 교육 399 만원/월  (영어 가능자) 

 

2. 대학 관리 프로그램  

o 1 학기 - 4 개월 계약 

o 월 20 시간 과외 교육 

o 학사, 생활 관리 

o 홈스테이 포함 

o (Code: PTM, P10) 199 만원/월  

  

3.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 수속 및 취업 지원  

o 취업 지원  

o 취업 비자 취득 

o (Code: IMP, P10) 499 만원 

  

4. 취업 후 이민 (Code: 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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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IMI, P10) 499 만원 

 

 

 

 

 

프로그램 제공자 및 교육기관 PDI: PDI 는 1999 년에 설립된 50 년 전통의 일본 SEIWA 그룹의 현지 법인으로 매년 

200 명이상의 어학 연수, 유학, 단체연수, 기업연수 참가자에게 최상의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최고의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 모든 비자 및 이민 수속은 면허를 가진 공인 컨설턴트에 의해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