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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족프로그램
전가족을 위한 훌륭한 기회!당신은 자녀와 함께 영어를 
증진시키면서 캐나다문화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CA
의 국제교육프로그램은 캐나다 뉴브런즈윅 프레데릭턴에서 
유치원과정부터 5학년까지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집중프로그램을 위해 가족과 동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FCA
는 안락하게 돌보는 배움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전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영어로 시험을 보게 되며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국제학생은 정규 ESL과 학업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학생의 언어 도전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캐네디언 친구를 사귀며 영어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캐나다 교육시스템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FCA는 학부모와 에이전트를 위해 교통수단, 은행개설, 로컬지역과 
친숙함을 위해 훌륭한 주거를 찾을 것입니다. 정착서비스는 
공항픽업, 집서칭, 차량구매, 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FCA정착서비스는 캐나다에서 유학생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없이 프레드릭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착서비스 
(옵션)

사전정착서비스 
주거 찾기

 ; 렌탈 서칭 서비스
 ; 사진정보제공: 집상태, 주변이웃환경, 어메니티, 이동거리등
 ; 계약서작성:1달레트비와 1달 보증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함

유틸리티
 ; 전기,전화,가스,인터넷,케이블티비

기타
 ; 운전면허교환

정착 후 서비스 
공항 픽업

 ; SUV, 밴 픽업(최대 5명)

기본 의무
 ; 전화등록
 ; 지도구매 및 네비게이션
 ; 국제전화카드
 ; 기본 생필품 구매

은행
 ; 새로운 캐나다은행계좌 개설

주요 쇼핑 센터 정보
 ; 가구: LEON’S, Worrall’s 방문
 ; -전자:베스트바이
 ; -학교준비물: 스테이플스
 ; -기본필요물품: 월마트, 슈퍼스토어, 등등
 ; 식료품: 슈퍼스토어, 소베이, 코스코 등

구매
 ; 방문기간, 예산에 따른 차량 동행 구매

운전면허
 ; NB주 면허 교환을 위한 동행 및 통역 (반드시 현재 면허,공증된 

번역본,비자 지참)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신청 

* 반드시 무사고 증명원 영문본이 필요함

세관
 ; 해외이사를 위한 세관업무 동행, 예약서비스

길안내
 ; 학교가는길,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쇼핑센터 등

렌트관련지원서비스
 ; 보안입장코드셋팅
 ; 쓰레기 재활용 안내
 ; 렌트집 사용 관련 기본 안내 (기본가전, 냉장고, 오븐, 디시워셔, 

드라이어)
 ; 집보험

일상생활정보
 ; 커뮤니티센터동행,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 

이용카드 신청 지원)
 ; 렌트 지불 방법 안내
 ; 지도안내
 ; 주유법안내
 ; 워크인 클리닉 안내

튜터/학원
 ; 지역내 사설 학원 및 과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