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gibility Assessment and Registration
성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강좌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단계: 캐나다에서 귀하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성인이면 누구나 ESL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ESL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 거주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주간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18세 이상이어야 함,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외국에서 태어남), 영주권자, 협약 난민, 난민 신청자 중 하나여야 함, 또는

OOPNP(Opportunities Ontario: 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통해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 수여 절차가 처리되지 않은 주정부 지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여야 함, 또는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를 통해 승인을 받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여야 함, 또는

LIC(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여야 함
위에 명시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2단계로 진행하십시오.

2단계: 강좌 찾기
작년(12개월)에 ESL 강좌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YMCA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전화: 416.925.5462)에 연락하여 언어 능력 평가 시험을 예약하십시오. 거주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하며,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허용됩니다.









영주권 카드
난민 신청 접수증
난민 신청자 서류
협약 난민 신분증
캐나다 시민권 카드
캐나다 여권
취업 허가증 및 OOPNP(Opportunities Ontario: Provincial Nominee Program)에 승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레터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으로부터 받은 영주권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서



캐나다 이민성이 발급한 LIC(Live-In Caregiver) 취업 허가증

평가 시험은 주간, 저녁 및 주말 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받고 나면 평가 담당자가 ESL 강좌 중 하나(또는 여러)
강좌에 귀하를 등록해 드릴 것입니다. 평가자가 과정 추천서(Course Referral Form)를 출력해 줄 것이며, 이 서류는 수업 첫 날에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YMCA
센터를 방문한 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어 실력 평가 시험을 예약하고 싶으시면 416.338.4300번으로 저희 본부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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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s

작년(12개월)에 ESL 강좌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센터와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레벨이 나와 있는 목록을 원하시면 416.338.4300번으로 저희 본부에 연락해 주시거나 웹 사이트(www.ESLtoronto.ca)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참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신의 언어 평가 레벨에 맞는 센터를 찾으셨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센터에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민 서류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다음 중 하나

학생 참조 번호(평가 시험 시 부여됨) 또는

가장 최근에 수강한 강좌로부터 받은 과정 추천서

방문자
현재 캐나다에 방문한 상태이거나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ESL 방문자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1회 수업 시간당 7달러(세금
포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소 2주 이상 등록하셔야 하며 강좌를 듣기 전에 초기 평가 시험비로 60달러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평가 시험은 Bickford Centre(777
Bloor Street West)에서 진행되며, 예약 필수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416.393.053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우편환, 보증 수표(수취인: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과정 수업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