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영어 읽기, 쓰기, 및 말하기눙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영어배우기는 캐나다에 새로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영어배우기는
당신이 직업을 얻는데,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새로 온 이들에게 영어교실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갈 수 있는 영어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나 불어를 배우고자 하거나 배울 필요가 있는 새로
온 성인, 청소년, 노년층 및 다른 나라에서 교육받은 전문직들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읍니다. 영어
초보자교실도 있읍니다. 당신은 지역기관이나 교육청이 제공하는 여러가지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언어교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읍니다. 낮, 저녁, 또는 주말에 배우거나 집에서 배우도록 당신이 선택할
수 있읍니다.

캐나다에 새로 온 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링크)
캐나다에 새로 온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링크)는 영어를 약간 알거나 전혀 몰라서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영어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자나 일반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일자리를 찾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 중 18 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실제로 어떤
링크교실은 청소년이나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풀타임, 재택수업을 포함해 여러가지 종류의 링크교실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링크교실이
탁아와 통학교통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당신이 노년층이거나 18 세-24 세의 나이라면, 당신의 특수한 필요에 맞춰 마련된 교실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링크교실에 입학하기 전에 당신의 현재 영어수준을 알아 보기 위한 무료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평가센터에서 실시됩니다. 평가를 받은 후, 당신의 구체적인 언어교육 필요에 맞는 교실을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골라 등록하도록 직원이 도와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평가센터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당신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교실
많은 새 이민자들에게 캐나다에 새로 온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링크)와 그 관련 교실은 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들 교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기관이나 학교를 통해 당신이 갈 수 있는 많은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이에스엘)교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영어를 거의 또는 아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영어교실이고, 다른 교실은 고급수준의 또는
특수한 영어 코스입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교실, 낮, 저녁, 및 주말 교실을 포함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수시로 학생을 받으나 다른 곳에는 시작하는 날짜가 있읍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는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 이에스엘 교실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제공하며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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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려면, www.ontarioimmigration.ca또는 www.settlement.org 에 가 보십시오.

언어 향상 훈련
영어훈련(이엘티) 프로그램은 캐나다 새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은 각자의 직종에서 일자리를 얻기
원하지만 그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더 우수한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및 기술직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엘티프로그램도 또한 직종 배치, 멘토링, 인턴쉽, 자격 면허 시험준비 및 직장에서의 문화 적응 등을
포함한 특별훈련을 제공합니다.
토론토시, 필지역, 및 욕지역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이엘티프로그램은 캐나다 언어 표준(시엘비)7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이미 갖춘 새 이민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은 그
지역기관이나 학교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엘티에 관심이 있다면, 또한 등록 전에 당신 지역의 평가센터에서 무료 영어시험을 보아 당신의 현재
영어수준 또는 시엘비 수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엘티 프로그램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직장에서 도움이 될 영어능력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가교
프로그램이 언어훈련을 제공해 줍니다. www.ontarioimmigration.ca 의 당신 직종에서의 일
부분에 가 보면 가교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고, 더 알고 싶다면 www.settlement.org 에도 가
보십시오.

교실 밖에서 당신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가정 학습
링크 가정학습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통신코스로 (우편을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배울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자로서
링크교실이 없는 지역에 살던가,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일을 하므로 교실에 출석할 수 없는 새
이민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학습 프로그램은 또한 당신의 필요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하려면, 당신은 평가시험을 치러 현재의 영어능력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본 후 자격이
된다면, 당신은 링크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24 세의 청년 새 이민자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가정학습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집니다. 등록하려면 앞 페이지에서 설명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등록이 되면, 당신은
책이나 온라인교재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청년들에 접속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젊은이 대상의 포탈이나 웹포럼에 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공인된 교사와 매주 전화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링크교실에 갈 자격이 되는 노년층 새 이민자는 또한 공인된 교사가 지도하는 주간교실수업 외에
온라인 및 인쇄물 교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는 노년층의 특수한 필요와 관심사항에 맞추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정학습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려면 www.tcet.com 에 가 보십시오.

당신의 모국어로 도와줄 수 있는 이에게 얘기하십시오
도움이 더 필요하여 당신의 모국어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해줄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필 지역에선 905.766.2300 로 전화하십시오.
욕 지역에 살며 누군가와 직접 얘기하고 싶다면, 1.877.322.5277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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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에 산다면, 416.364.4888 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면, 당신의 이름, 주소, 연락가능한 낮시간대 전화번호를 남기십시오. 24 시간내에
전화가 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