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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캐나다 제2의 대도시인 몬트리올은 편리한 생활 환경과 교육
시설, 훌륭한 국적 비율, 유서 깊은 역사와 예술적 도시 풍경을
갖춘 최고의 어학연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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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고의 교육 도시

캐나다 안의 작은 유럽

캐나다의 하버드로 불리는 전통의
명문대 McGill 대학교를 비롯, 여러
종합대학교 및 명문 사립학교들이 소
재한 교육도시입니다. 또한 양질의
공립 교육 및 풍부하고 다양한 방과
후 교육 시설을 자랑합니다. 거주 중
인 학생 수만 9만 명, 그 중 유학생
비율이 21%에 달합니다.

몬트리올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를 자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퀘벡은
캐나다가 시작된 지역이며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문화 수도로 대우받습니다.
몬트리올은 2006년 6월,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2개의 공식 언어 영어, 불어

100개 이상의 축제와 공연

세계 최강의 Bilingual City로, 영어
와 불어를 배우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영어
나 불어 둘 중의 한 언어만 해도 생활
에 큰 불편함이 없으며, 모든 학교와
학원에서 불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 1년에 100여 개 이상의 축제와
공연이 열립니다. Just Laugh 코미디
페스티벌, 빛의 축제, 눈의 축제 등이
대규모로 개최되며, 포뮬라원 레이싱 그
랑프리 등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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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어학원

ALI
영어 공인시험 IELTS, TOEIC 지정센터, 불어 공인시험 TEFAQ, TEF 공
식 지정센터. 일반 ESL, FSL 과정을 비롯하여 3O레슨 수강시 시험준비
과정과 비즈니스과정 등 다양한 선택수업을 제공. 방과후 매일 한시간
무료 튜터리얼 수업진행.
홈페이지: www.studymontreal.com/en
주소: 1425, Rene-Levesque Blvd. W, Suite 163, Montreal, QC
수업스케쥴: 20시간, 25시간, 30시간
레벨구성: 8레벨(Basic to Advanced)

ATPAL
몬트리올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소규모 어학
원이라 선생님들과의 친밀도가 높음. 스피킹 위주의 수업으로 유명하
고, 스피킹 강화를 위한 특별한 Sharp’n smart, Authomati-zation
등 고유의 커리큘럼 보유.
홈페이지: www.atpalcanada.com
주소: 1117, St.Catherine W. Suite 507, Montreal, QC
수업스케쥴: 25레슨
레벨구성: 6레벨
(Beginner, Intermediate 1-3, Advanc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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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불어를 중점으로 하는 어학원. 불어 공인 시험 TEFAQ, TEF 공식 지정
센터 & 영어 토익 시험 지정 센터.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되며 불어 시험
B2 레벨 보증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어학원.
홈페이지: www.alcmontreal.com
주소: 3565, Rue Berri, Suite 200,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5시간, 25시간, 30시간
레벨구성: 8레벨(Basic to Advanced)

BLI
몬트리올과 퀘벡(Quebec City)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롱게일 지점 오
픈 예정(2019년 9월). 일반 ESL, FSL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영어, 불
어 어학시험 준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홈페이지: blicanada.net
주소: 70, rue Notre-Dame W. Suite 400,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8레슨, 24레슨, 30레슨, 35레슨, 42레슨(Bilingua)
레벨구성: 12레벨 (Basic to Advanced)

CLC
가족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어학원. 매주 개별적으로 1:1 수업평가를 진
행. 아침수업은 단어, 문법위주 오후 수업은 주마다 발음, 미디어, 세
미나, 응용 수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 다양한 요일별 소규모 액티비
티 제공.
홈페이지: www.clcmontreal.com
주소: 4260, Ave. Girouard, Suite 350,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5레슨, 20레슨, 25레슨, 30레슨
레벨구성: 4레벨(Beginner, Pre-inter, Intermediat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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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Platon
ESL/FSL 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언어수업을 제공. 인텐시브 수업 등
록시 매일 1시간씩 무료제공되는 Conversation workshop으로 학생
들의 스피킹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비 면에서 장점이 큼.
홈페이지: collegeplaton.ca
주소: 4521, Park Avenue, Montreal, QC
수업스케쥴: 6시간(Evening), 10시간, 25시간
레벨구성: 6레벨(Beginner1-2, Intermediate 1-2, Advanced 1-2)

EC
전세계 21개 캠퍼스를 25년간 운영 중인 대형 어학원. 모든 학생들은
각 캠퍼스간 이동연계 연수가 가능하며 학습체험, 비즈니스 체험 등의
다양한 방과 후 액티비티와 커리큘럼을 제공.
홈페이지: www.ecenglish.com/ec-montreal
주소: 1610, Rue Sainte-Catherine W, Montreal, QC
수업스케쥴: 20레슨, 24레슨, 30레슨
레벨구성: 10레벨 (Beginner-Advanced)

GEOS
전세계 28개 캠퍼스를 운영 중인 글로벌 어학원.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국적 비율이 좋은 것이 장점. 특히 몬트리올 캠퍼스는 다양한 액티비
티를 제공하여 다른나라 친구를 사귀고 영어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
홈페이지: www.geosmontreal.com
주소: 630, Sherbrook St. Catherine, Suite 610,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0레슨, 20레슨, 24레슨, 30레슨, 40레슨
레벨구성: 6레벨
(Beginner, Elementary, Pre-inter, Intermediate, High-inter,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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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C
전세계에 캠퍼스가 있는 대형어학원. 특히 캐나다는 토론토, 벤쿠버,
몬트리올 지역 연계연수가 가능하며 IELTS, Cambridge FCE, TEF
공식시험센터로 ESL 과정 뿐만아니라 60개 이상의 다양한 어학 프로
그램 수강이 가능.
홈페이지: www.ilsc.com/montreal
주소: 410, Rue St.Nicolas, Suite 300,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3레슨, 17레슨, 24레슨, 30레슨
레벨구성: 10레벨
(Beginner1-3/Intermediate1-4/Advanced1-2)

McGill University
School of Continuing Studies
McGill 대학교는 세계 랭킹 25위권 대학으로 캐나다의 하버드로 불리
며, 캐나다 최대의 국제대학. 명문 McGill 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이며,
아카데믹한 커리큘럼과 수준 높은 강의로 유명.
홈페이지: www.mcgill.ca/continuingstudies/programs-andcourses/languages
주소: 845, Sherbrooke Street W, Montreal, QC
수업스케쥴: 25레슨
레벨구성: 8레벨(Elementary 1-2, Intermediate 1-3, Bridge 1,
Advanced 1-2)

UMC
다운타운에 있어 위치가 좋은 어학원. 엄격한 소규모 클래스로
운영되며,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있는 캠퍼스 3개를 자유롭게 이동 가
능. Conversation, Grammar, Writing 등 방과 후 무료클래스 운영.
홈페이지: www.umcollege.ca
주소: 360, Rue Mayor 3rd & 4th Floor, Montreal, QC 수업스케
쥴: 18시간, 25.2시간, 30시간
레벨구성: ESL 6레벨 / FSL 4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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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er college-Language
친환경적인 캠퍼스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자랑하는 영어 대학
Vanier College의 대학부설 어학원으로, 영어와 불어 과정을 제공하
며 사설 어학원보다 아카데믹한 커리큘럼을 제공.
홈페이지: www.vaniercollege.qc.ca/language-school
주소: 821, Avenue Sainte-Croix, Montreal, QC
수업스케쥴: 20시간
레벨구성: 5레벨(Beginner, Low-inter, Intermediate, High-inter, Advanced)

YMCA
몬트리올 다운타운에 위치한 어학원으로 ESL/FSL 뿐만 아니라 세계 다
양한 언어수업을 제공. 풀타임수업 등록시, 건물 내 위치해 있는 YMCA
헬스센터와 자체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가능.
홈페이지: www.ymcalanguages.com/en/Language-School
주소: 1440, Stanley Street, Montreal, QC
수업스케쥴: 10시간, 15시간, 25시간
레벨구성: 6레벨 (Beginner 1 to Advanc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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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사립학교

Centenial Academy
소규모 학급을 유지,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체계적인 1:1 카운슬링
시스템 운영 중. 다양한 방과후수업 제공하며 음악 수업은 악기를 학교
에서 대여. 높은 대학 진학률.
홈페이지: centennial.qc.ca
주소: (캠퍼스 이전 예정)
언어: 영어
Grade(Sex): 7학년~11학년(중.고교 과정) 남녀공학
Average class size: 15-18 명

ECS
Early French Immersion (K to 5). Langue Maternelle (Grades
6 to 11). Comprehensive athletics programs. Varied co-curricular activities and clubs. Academic excellence/college
prep.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enior school laptop program.
홈페이지: www.ecs.qc.ca/home
주소: 525, Mount Pleasant Ave, Westmount, QC
언어: 영어
Grade(Sex): K-11 (Girls)
Average class size: 12-18 명

Kells
온타리오 등 다른 주 및 미국 대학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12학년 과
정 운영. 유학생을 위한 신축 기숙사, ESL 과정 및 튜터링, 숙제 관리감
독 지원.
홈페이지: www.kells.ca
주소: 6865, De Maisonneuve West,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유치원생~12학년 남녀
Average class size: 12-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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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Canada College
8,500평 대지에 체육관 4개, 도서관 2개, 암벽 등반장, 댄스룸, 아이스
링크 등 다양한 시설 완비. 온타리오 등 다른 주 및 미국, 한국 대학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12학년 과정 운영.
홈페이지: www.lcc.ca
주소: 4090, Royal Ave, Montreal, QC
언어: 영어, 불어
Grade(Sex): 유치원생~12학년 남녀
Average class size: 18 명

North Star Academy
North star Academy Laval will Provide students with moral
guidance and an expanding set of tools and skills for academic success and personal development.
홈페이지: www.northstaracademy.ca
주소: 950, Elodie-Boucher, Laval, QC
언어: 영어, 불어
Grade(Sex): 7-12(Coed)
Average class size: 10-18 명

Selwyn House Veritas
Highly qualified, committed, and talented faculty. French immersion and biliteracy program (K to Grade 6), Laptop program. Community service program. Financial assistance and
academic merit scholarships. Comprehensive athletic programs.
홈페이지: www.selwyn.ca
주소: 95, Chemin de la Cote-Saint-Antoine, Westmount, QC
언어: 영어, 불어
Grade(Sex): K-11
Average class size: 15~20 명

St. George’s School of Montreal
유학생을 배려한 커리큘럼 및 기숙사 운영 중. 소규모 학급, 학생별 세
심한 관리. 정보화 시설 완비. 예술 및 체육, 과학 분야 다양한 방과후프
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www.stgeorges.qc.ca
주소: 3100, The Voulevard,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유치원생~11학년 남녀
Average class size: 12-2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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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ory School
English Eligibility 없이 다닐 수 있는 영어 사립 초등학교. 70년 전
통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
홈페이지: www.priory.qc.ca
주소: 3120, The Boulevard, Montreal, QC
언어: 영어, 불어
Grade(Sex): 유치원생~6학년
Average class size: 12-24 명

The Study
캐나다 최고의 여학교 중 하나. 노트북 컴퓨터 및 iPad 등 최신 정보화
시설 완비. 5학년부터 제2외국어로 중국어/스페인어 교육. 발레, 드라
마 등 다양한 방과후수업 .
홈페이지: www.thestudy.qc.ca
주소: 3233, The Boulevard, Westmount, QC
언어: 영어
Grade(Sex): 유치원생~11학년 여학생
Average class size: 12-20

Villa Maria
1854년 설립된 카톨릭 사립학교.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명문.
원래 여학교였지만 2016년 7학년 과정부터 남학생을 받고 있음.
홈페이지: www.villamaria.qc.ca
주소: 4245, Boulevard Decarie,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유치원생~11학년 여학생. 7학년 남학생.
Average class size: 30-34 명

West Island College Montreal
Dynamic and interactive learning opportunities, small class
sizes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helps to optimize learning through progressive teaching strategies.
홈페이지: wicmtl.ca
주소: 851, Rue Tecumseh Dollard-des-Ormeaux, QC
언어: 영어, 불어
Grade(Sex): 7-11 (Coed)
Average class size: 18-2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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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Prep International
English Eligibility가 필요없는 영어 사립 중학교. 소규모 학급으로 세
심한 학생 케어 제공. 국제학생에 대한 배려가 많은 편이며, 영어 및 불
어 개인 교습(tutoring) 프로그램 운영 중.
홈페이지: www.prepinternational.com
주소: 7475, Sherbrooke W,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5학년~11학년 남녀
Average class size: 10-18 명

Ecole Montessori International De Montreal
MIM’s mission is to awaken each child’s potential, develop
intellectual curiosity, promote intrinsic motivation and encourage eagerness to discover. Trilingual school, enriched
program and small class sizes,personalize educational program.
홈페이지: www.emimontreal.ca
주소: 10025, Boulevard de l’Acadie, Monteal, QC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Grade(Sex): 18M-12 (Coed)
Average class size: 9-15 명

Kuper Academy
조용한 동네 환경 및 아이 교육에 좋은 지리적 위치. 교내 체육관 3개,
도서관 2개 등 현대식 시설 완비. 훌륭한 면학 분위기 및 높은 대학 진
학률.
홈페이지: www.kuperacademy.ca
주소: 2975, Rue Edmond, Kirkland, QC
언어: 영어
Grade(Sex): 유치원생~11학년 남녀
Average class size: 9-22 명

Pensionnat du Saint-Nom-de-Marie
The boarding school of Saint-Nom-de-Marie has been training girls for a century. With its experience, the institution
has been able to adapt to the meteoric evolution of a society
still in motion. The aim is to bring the student to be curious
autonomous, creative of its development, ready to engage
in a changing world.
홈페이지: www.psnm.qc.ca
주소: 628, Chemin de la Cote-Sainte-Catherine, Outremont, QC
언어: 불어
Grade(Sex): 7-11 (Girls)
Average class size: 3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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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cred Heart School of Montreal
An English Catholic high school with 155 years of experience. Its mission is to nurture the mind, body and spirit of
each student in a supportive and caring environment. 148
schools across 30 countries.
홈페이지: www.sacredheart.qc.ca
주소: 3635, Atwater Ave,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7-11 (Girls)
Average class size: 14-18 명

Trafalgar School for Girls
Trafalgar is a diverse school community that challenges and
inspires girls to love learning, build confidence and shape a
better world. Small classes, dedicated teachers, and excellent program. Offer environment that nourishes individualized excellence, leadership, kindness and global mindedness.
홈페이지: www.trafalgar.qc.ca
주소: 3495, Rue Simpson, Montreal, QC
언어: 영어
Grade(Sex): 7-11(Girls)
Average class size: 8-22 명

영어 교육청
EMSB

Lester B Pearson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www.emsb.qc.ca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www.lbpsb.qc.ca

Riverside

Sir wilfrid laurier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www.rsb.qc.ca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www.swlauriersb.qc.ca

CSDM

CSMB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csdm.ca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홈페이지: www.csmb.qc.ca

불어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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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기술학교 & 컬리지

기술학교 프로그램
Automobile Mechanics
(1800 hours - 16 months)
Beauty care specialist
(DEP + ASP - 1800 hours - 17 months)
Business Equipment Technical Service
(1800 hours - 17 months)
Computing Support
(1800 hours - 16 months)
Computer Graphic
(1800 hours – 16 Months)
Culinary arts Specialist
(DEP + ASP - 1800 hours - 18 months)
Health, Assistance and Nursing care
(1800 hours - 22 months)
Installation & Repair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1800 hours - 16 months)
Interior Decoration and Display
(1800 hours - 16 months)
Industrial Drafting
(1800 hours - 16 months)
Medical Office Specialist
( DEP + ASP - 1935 hours - 1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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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Office Secretary
(DEP + ASP 1485 hours + 450hours –
18month)
Machining Technic
(1800 hours - 16 months)
Residential and Commercial Drafting
(1800 hours - 17 months)
Photography
(1800 hours - 17 months)
Welding and Fitting
(1800 hours - 16 months)

컬리지 프로그램
Animal Health Technology
Architectural Technology
Accounting
Arts, Literature and communication
– Art design
Business Management
Building Systems Engineering Technology
Bio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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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

Illustration

Costume Design for Cinema and Television

Industrial Design

Civil Engineering Technology

Laboratory Technology

Community Recreation Leadership Training

Nursing

Diagnostic Imaging Technology

Office Systems Technology:
Micropublishing and Hypermedia

Early child education

Professional Music and Song Techniques

Entrepreneurship

Physical Rehabilitation

Environmental and wildlife Management

Professional Theatre

Fashion Design

Professional Photography

Men’s Fashion Design,

Social Sciences,

Fashion Marketing

Special care counselling

Food service Management

Sport Marketing & Management

Graphic Design

Tourism Technique

Hotel Management

3D Animation and Computer
Generated Imagery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Industrial Electronics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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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정부 이민
퀘백주는 프랑스계가 많은 캐나다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유일한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미권 지역에 비해 동양인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주도인 몬트리올의 경우 영어와 불어,
이중언어를 사용하기에 영어로 생활하는 데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2019년 현재 퀘벡주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 중이며 특히 몬트리올은 IT 분야와 게임업계가 활황입니다.

option 1

퀘백주 전문인력 이민, 점수제 이민

(Arrima)

2018년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퀘벡의 기술이민제도입니다. 나이, 경력, 취업 상황, 언어 능력 등을 심사
하여 점수제로 퀘백 영주권 승인(CSQ)을 주는 제도이며, 퀘벡의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option 2

퀘백주 경험 이민, 조건부 이민

(PEQ: Quebec Experience Program)
나이, 취업 상황, 경력 등에 관계 없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800시간 이상 학업을 마친 졸업장과
불어 성적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AQ : 퀘벡 체류 허가증
CSQ : 퀘벡 주정부 승인서
PR : 영주권

이민 절차

1

2
유학 계약 및
이민 컨설턴트 계약

학교 결정

6

5
학교 진행

9
CSQ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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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 후
워크퍼밋(3년)
& 취업

4
학교 선정 및
CAQ 신청

7

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
레벨 획득

학생 비자
신청

8
CSQ
최종 신청

10

PR 신청 후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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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학/자녀 무상 교육
특징1. 반값 조기유학
부모님이 어학연수만 해도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공립학교 학비가 무료입니다. 컬리지를 다녀야 자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타리오 주의 컬리지 학비 1년 1,500만원, 몬트리올의 어학원비 1년 850만
원이고, 침실 2개 짜리 아파트 렌트비 역시 토론토 월 2000불 이상, 몬트리올 월 1200불 정도로, 미국
은 물론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반값 조기유학이라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특징 2. 영미권 대도시 중 가장 좋은 국적비율

조기유학 성공의 키포인트는 한인 비율. 그렇다고 너무 소도시로 가게되면 양질의 교육 시설이 적어 오히
려 유학 효과가 떨어집니다. 몬트리올은 밴쿠버, 토론토 대비 한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롱게일 지역은 훌륭한 국적비율을 자랑하며, 대도시 몬트리올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몬트리올 자녀 무상 교육
1년 – 2년 계획

3년 이상 계획

유학 후 이민

나이 : 45세
자녀 : 중학생 2명

나이 : 40세
자녀 : 초등학생 2명

나이 : 47세
자녀 : 초등학생 3 명

- 어학원 1년
- 기술학교 1년 6개월
- 취업비자 3년

어학원 최장 3년
자녀 무상 교육

- 불어기술학교 18개월
- 영주권 신청 접수

* 자녀 연령 : 만 5세 부터 ~ 고2 까지
* 체류 기간 : 1년 ~ 영구 거주(기술학교로 영주권 취득 가능)
* 부모 학비 : 1년 기준 750만원~850만원 (32주 기준)

자녀 무상 교육 절차

1

2
학교 결정

5
(항공권 구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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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Q 신청

7

8

몬트리올 도착

자녀학교
수속

현지 유학원
관리 서비스

10
기술학교 진행

4

유학 계약 및
이민 컨설턴트 계약

6

출국일 결정

3

퀘벡 주정부
CSQ 신청

학생 비자
신청

어학원 수업
비자 연장

11

연방 정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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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길
Metro McGill에서 하차 후 Union길 방향 출구 연결 건물
2021 Union Avenue, Suite 1109, EW Network Group

정착 서비스

공항 픽업
홈스테이 배정

핸드폰 개통

몬트리올
오리엔테이션

학생비자
CAQ 서포트

코업 비자
서포트

졸업 후
취업 비자
서포트

인터넷 무제한 사용
프린터 사용

자녀 학교
서포트

24/7 응급 상황
서포트

Discount
여행 상품 소개

튜터 소개 및
알선

각종 이벤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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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NETWORK
유학센터
2021 Union Avenue, Suite 1109
Montrea, QC, Canada, H3A 2S9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8, 우인빌딩 7층

Office

+1-514-934-2580
+82-010-2293-5251
Website www.ewnetwork.net
blog.naver.com/ewmontreal

kakao 플러스 친구 e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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