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학생을 위한 2014년 하계 ESL 프로그램: 2014년 7월 6일~7월 26일  
 

금년 여름에 토론토 교육청 주관 하에 영어를 학습하고 캐나다 문화를 탐구하십시오!  

12세~17세 사이의 외국인 학생들은 세계적인 다문화, 다언어 교육청 주관 하에 유자격 교사들이 

가르치는 집중 영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수업뿐만 아니라 여행 및 사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연습하고 토론토를 

견학하고 캐나다의 사회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캐나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일정  

 7월 6일(일요일): 도착일. 학생들은 토론토에 있는 홈스테이 가정이나 친척 집에서 생활합니다.  

 7월 7일(월요일) ~ 7월 25일 (금요일): 프로그램 진행 기간. 프로그램 기간에는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홈스테이 가정이나 친척 집에서 보냅니다. 

 7월 26일(토요일): 출발일. 홈스테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날입니다. 

프로그램 설명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9일 동안은 강의실에서 영어 수업 및 학교 활동을 수행하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을 

수행합니다. 활동 내용에는 현지 소방서, 경찰서, 시장 방문 등이 포함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방문지를 결정합니다. 

 당일에 다녀오는 여행에는 토론토 시내 (CN 타워 및 하버프론트, 바타 신발 박물관, 국립 영화 

위원회, 토론토대학교 캠퍼스, 퀸 스트리트 쇼핑) 견학과 도시 외곽 (캐나다 원더랜드, 메트로 

동물원, 나이아가라 폭포, 크로포드 호수) 견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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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975 CAD (캐나다 달러): 프로그램 수강료, 홈스테이 비용, 홈스테이와 학교 간 교통비, 환불이 

안되는 $300 CAD의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1,875 CAD: 프로그램 수강료와 환불이 안되는 $300 CAD의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150 CAD: TDSB 국제 프로그램 및 등록 사무소(International Programs and Admissions Office)의 

확인이 있을 경우 TDSB 소속의 현재 및 신규 외국 학생에게 환불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에 포함되는 사항 (주의: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어 평가, 강의 및 교재  

 학업 증명서   

 모든 예정된 견학 및 활동을 위한 교통편 및 접근  

 시외 견학 4회 및 주간 시내 견학  

 프로그램 기간 중 의료 보험 및 사고 보험 

주의: 공항 픽업 및 배웅 서비스는 토론토에 있는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토론토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 캐나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의 홈스테이 

가정과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편의 서비스 (해당 시)  

 홈스테이 가정당 2명이 20박 거주, 하루 세끼 식사 제공   

 홈스테이 가정과 학교 간 교통편 제공 

 추가 숙박 필요 시 1박에 35 달러 추가 (1~2박으로 제한) 이 경우 캐나다의 홈스테이 가정과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등록 기한: 2014년 3월 31일 

 2014년 3월 31일까지 미환불 관리비 $300 CAD를 포함하여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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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수수료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토론토 교육청, 평생 국제 교육원(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Continuing and International Education)에 캐나다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머니 오더  

 보증 수표  

 은행 어음: 캐나도 토론토에 있는 인출 은행에 관한 모든 정보(은행명, 주소, 기관 및 지점 번호)를 

외국 은행 어음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신환 송금: (은행간) 전신환 송금의 경우 아래의 TDSB 은행 거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취인 거래 은행: 

 은행  CIBC 

 교환 번호(Transit #)  00412 

 주소:  4841 Yonge Street, Toronto, ON M2N 5X2 

 스위프트 코드(Swiftcode)  CIBCCATT 

 수취인: 

 회사명: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Continuing Education 

 계좌 번호  9013113 

또한 전자 송금 확인서(Wire Payment Reference Sheet)를 작성하여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summer4internationalstudents@tdsb.on.ca.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학허가서 (official letter of acceptance) 발급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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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dsb.on.ca/Portals/0/Newcomers/docs/ESL%20summer%20Camp/Wire%20Payment%20Reference%20Sheet(2).pdf
mailto:summer4internationalstudents@tdsb.on.ca


 

 

 

환불 정책  

모든 환불 요청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ummer4internationalstudents@tdsb.on.ca 

환불 금액은 환불 요청 이메일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환불되지 않는 

관리비 $300 CAD가 공제됩니다. 

 $2675 CAD (홈스테이 및 프로그램 비용) 또는 $1575 CAD (프로그램 비용) 환불: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 비자 신청을 거절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2014년 5월 

30일까지 제출할 경우에 환불.  

 $2140 CAD (홈스테이 및 프로그램 비용) 또는 $1260 CAD (프로그램 비용) 환불: 학생이 2014년 5월 

30일까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 

 학생이 2014년 5월 30일이 경과한 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 불가. 

 학생이 토론토 교육청, 학교의 규칙, 지침, 행동강령 및 원칙을 위반하거나 온타리오/캐나다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신청 절차  

1.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제공):   

 등록 양식: 여기에는 응급 치료 허가서, 미디어 동의서 및 참여 동의서 부분에 대한 서명이 

포함됩니다.  

 건강 정보 양식   

 홈스테이 양식   

 부모/보호자의 임무 선언서  

 캐나다 후견인의 임무 선언서  

보호자 임무 양식에 있는 절차를 읽어 보십시오  

 전신환 송금 참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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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dsb.on.ca/Portals/0/Newcomers/docs/ESL%20summer%20Camp/Registration%20Form%2020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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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dsb.on.ca/Portals/0/Newcomers/docs/ESL%20summer%20Camp/Custodian%20Declaration%20for%20Custodians%20in%20Canada%2020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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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dsb.on.ca/Portals/0/Newcomers/docs/ESL%20summer%20Camp/Wire%20Payment%20Reference%20Sheet(2).pdf


 

 

 

2. 송금. 관련 내용은 납부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3. 양식과 결제 금액은 2014년 3월 31일 이전까지 인편,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Summer 2014 ESL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Continuing and International Education Department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2 Trethewey Drive, 3rd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6M 4A8  

4. 전액을 입금하시면 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입학허가서는 모국에서 등록 증빙서류로 사용하고 

해외 비자 신청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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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dsb.on.ca/AboutUs/InternationalStudents/ESLSummerCamp.aspx#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