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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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정보집에 대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나다는 자랑스러운
다문화 사회로 전 세계에서 오는 신규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온타리오의 인구는 1,300만1이 넘으며 200여 국가에서 온 130개 이상2의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에 정착한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Orientation to Ontario 정착정보집 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정착정보집의 내용
이 정착정보집은 온타리오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두 6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에는 관공서의 웹사이트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온타리오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섹션에 정착을 위해 해야할 일을
요약해 놓은 정착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보기”라는 제목 아래에
몇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정착 과정에서 해야할 선택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착정보집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와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정착정보집은 orientationontario.ca (영어)
또는 lontariocestchezmoi.ca (프랑스어) 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출판물 모두 다른 여러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각 섹션의 끝에 주제별 정착계획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이용하면
주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orientationontario.ca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생활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는
정착 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cic.gc.ca 나
findlink.at/cic-lctvac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LCOME TO CANADA 안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온타리오 전역에 있는

이 정착정보집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발행한
Welcome to Canada 안내서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cic.gc.ca 나 findlink.at/welcomecan 에서
온라인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Orientation to Ontario 정착정보집 은
가야할 곳과 가는 방법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FINDLINKS

정착계획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인터넷 주소의
도메인과 온라인에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FindLin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정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정착정보집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1
2

출처: Ministry of Finance: www.fin.gov.on.ca or findlink.at/092
출처: Ontario Immigration: ontarioimmigration.ca

도서관과 정착기관에서 무료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Wi-Fi 는 여러
공공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캐나다 연방이민성과
온타리오 이민부의 지원을 받아
COSTI에서 출판한 영문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1

목차

2

온타리오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3

취업 및 창업

43

캐나다 소개

4

취업준비

44

정부

5

구직활동

46

온타리오 소개

6

직장내 권리

48

정착서비스 기관

10

창업

50

유용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11

정착계획

51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13

금융 및 개인재정

53

헬스케어

14

금융과 은행

54

소비자 서비스

17

신용관리

55

주택

18

세금

56

지역사회 참여

21

사회복지와 혜택

57

교통

22

정착계획

58

법적 권리와 서비스

24

정착계획

26

사람과 환경

61

교육과 직업훈련

29

포용성

62

장애인

63

유아보육

30

가족관계

64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31

환경보호

65

대학교육

37

정착계획

66

평생교육

38

언어교육

39

정착계획

40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이 장은 캐나다와 온타리오의 지리와 기후, 인구,
경제, 언어,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등
정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캐나다 소개

정부

온타리오 소개

정착서비스 기관

유용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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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개
캐나다는 1,000만 평방킬로미터 (390만 평방 마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또한 산, 숲, 대초원, 북극 툰드라 등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시, 주 그리고 지방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는 온타리오에 있다.
오타와는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세 도시는
토론토 (온타리오), 몬트리올 (퀘벡),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이다.
캐나다에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으며,
준주에는 자체 수도가 있다. 캐나다의 주요
지역은 :
 대서양 연안(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중앙 캐나다 (퀘백, 온타리오)
 초원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서부 해안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 준주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원주민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정착민은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캐나다로 왔으며, 영어권 정착민은 17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부터 왔다.
지난 200년 동안 다양한 인종 및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해왔다. 현재 약 20%의
캐나다인들이 국외에서 출생했으며
토론토의 경우에는 45%가 넘는다.
영어와 불어는 둘 다 캐나다의 공식 언어이다.
연방 정부는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영어와 불어
두 개의 공식 언어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
p.21

캐나다 시민 되기

p.18

캐나다 건국 민족 및 이주민
캐나다 건국 민족은 원주민, 프랑스인,
그리고 영국인이다.
원주민은 유럽 탐험가, 개척자 및 정착민이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
퍼스트네이션 (인디언), 이뉴잇, 메티스 이렇게
세 그룹을 원주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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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는
캐나다 도착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elcome to Canada”에 안내되어 있다.
시민권 시험 준비를 위한 무료 학습 가이드는
cic.gc.ca 또는 findlink.at/cic-study에서
찾아볼 수 있다.
p.137

정부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이며 동시에 연방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국가수반은 왕 또는
여왕이지만 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다. 주요 책임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또는 준주 차원으로 구분되어 나뉜다.
캐나다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한다.

캐나다에서는 총독(연방)과 10명의 부총독(주)이
왕 또는 여왕을 대표한다.
p.24–25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 및 은행, 고용보험,
우편제도 및 형법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다룬다.
연방정부는 수상이 통치한다. 연방정부의 대표를
하원 의원 (Members of Parliament 또는
MPs) 이라고 한다.

주/준주 정부
주/준주 정부는 건강, 교육 및 교통 문제를
다룬다. 온타리오의 관리주체는 온타리오
주의회이다. 주정부의 대표를 주의회 의원
(Members of Provincial Parliament 또는
MPPs) 이라고 한다.
시정부는 쓰레기 수거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같은 지역 서비스를 담당한다. 시정부의 대표를
시의원 (Councillors) 이라고 한다.
 캐나다 정부 제도
canada.gc.ca 또는
findlink.at/cgovsystem

생각해보기
우리 지역 연방의원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지역 주의원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지역 시의원의 연락처는?

 온타리오 주정부
ontario.ca 또는 findlink.at/govontario
 시정부의 역할
yourlocalgovernment.com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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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소개
캐나다 이민자 중 거의 절반은 온타리오를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하고 있다3. 온타리오는 자랑스러운 다문화 사회이며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다.

인구와 지리
온타리오는 가장 인구가 많은 (1,300만 이상)
주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오대호 연안,
온타리오 남부 경계선 부근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부 지역의
도시와 마을의 규모가 더 작다.
온타리오의 많은 도시와 마을의 이름은
이 지방의 풍요로운 원주민의 역사와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아름다운 호수” 또는
“반짝이는 물”을 의미하는
이로쿼이어 “카나다리오”에서 유래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를 구성하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 중 지리적으로는 네 번째로 크다.
크기로 보자면 온타리오는 프랑스의 약 2배
이며 인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온타리오 관광 정보:
온타리오 주정부 공식 관광 웹사이트
ontariotravel.net
온타리오 주립공원에서
온타리오 자연환경 즐기기
provincialparks.c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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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gc.ca or
출
findlink.at/p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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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원주민으로 분류했다.
캐나다 원주민은 전체 캐나다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원주민들은 온타리오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퍼스트네이션, 메티스, 이뉴잇 족이 살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 전체 인구의 2%, 캐나다 원주민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보호구역에 거주한다. 일부는 연중 내내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거나 겨울에 얼음도로를
통해서만 왕래가 가능한 작고 외진 곳에 살고
있다. 원주민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는 선더베이,
서드베리, 수세인트마리, 오타와, 토론토 등이다.
원주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adnc-aandc.gc.ca 또는
ontario.ca/ministry-aboriginal-affair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어
원주민 문화
“원주민 (Aboriginal peoples)”이란
북미의 원주민과 그 후손들의 총칭이다. 그들은
온타리오에서 적어도 7,000년 이상을 살아왔다 .
캐나다 헌법은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메티스(Métis) 그리고 이뉴잇(Inuit),
이렇게 세 그룹을 원주민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고유한 역사, 언어, 문화적 관습과
신앙을 가진 세 개의 다른 민족이다. 온타리오의
퍼스트네이션에는 알곤킨어를 사용하는 크리,
오지 크리, 알곤킨, 오지브와, 오다와,
포타와토미, 델라웨어, 그리고 이로쿼이어를
사용하는 여섯 부족(모호크, 오나이더, 오논다가,
카유가, 세네카, 투스카로라)이 포함된다.
메티스(Métis)는 퍼스트네이션과 유럽 혈통과의
혼혈족이다. 이뉴잇은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퀘벡 북부, 래브라도를 포함한
북극 캐나다 원주민이다.
2009년, 6월이 국립 원주민의 달로 선포되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매년 원주민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온타리오를 비롯해 캐나다 전역에
펼쳐져 있는 풍부한 원주민의 유산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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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온타리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상업의 기본이 되는 언어이다.
불어는 온타리오의 불어권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며
온타리오의 모든 학생들은 불어를 배운다.
불어와 영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하면
취업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경제
온타리오의 경제는 매우 다양하다. 남부지역은
금융, 서비스업, 제조업, 생명공학, 정보 및 통신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광업, 임업,
수력발전을 꼽을 수 있다.
온타리오 경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fin.
gov.on.ca 나 findlink.at/econom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

온타리오에 대한 기본 정보
수도
토론토, 캐나다 최대 도시,
인구 4백만

온타리오주 월평균 기온 (섭씨)4

온타리오 공식 꽃
화이트 트릴륨
온타리오 공식 나무
스트로부스 소나무
온타리오 공식 새
검은 부리아비

4

출처: currentresults.com or findlink.at/091

알아두기!
 토론토 국제 필름 페스티발 (TIFF)
매년 9월에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영화제 중 하나이다.

 온타리오에는 1,000개 이상의 풍력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는 풍력발전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온타리오에는 20개의 공립대학교와 24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알곤킨주립공원은 1893년에 개장한 온타리오
최초의 가장 큰 공원이다.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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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기관
온타리오에 도착하면 현지 정착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착 기관은 이민자를 돕는 지역사회단체이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

정착상담원은 많은 지역사회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새 이민자를 지원한다. 주택, 의료, 언어교육,
취업 및 구직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정착 기관들이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새로운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온타리오 전역의
이민자들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착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지역 서비스 찾기
 Settlement.org는 가까운 지역 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settlement.org/findhelp/
 정착 기관 목록은 캐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 cic.gc.ca 와
findlink.at/cic-serve에 나와있다.
 정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착 기관 목록은
온타리오 이민국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웹사이트 ontarioimmigration.ca 나
www.citizenship.gov.on.ca/english/
newcomers/agencies.shtml에 나와있다.
 지역 서비스 정보 안내 전화번호는 2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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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전화번호
응급전화 9-1-1
경찰, 소방 또는 구급차 지원이 필요한
응급상황일 때는 911로 전화한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주소를
물어본다. 170개의 언어로 통역이 지원된다.

911 은 응급서비스 전용 전화번호이다.
서비스 2-1-1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면 211로 전화한다. 150개
이상의 언어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211통화는 무료이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211ontario.ca에 나와있다.

서비스 온타리오 인포라인 (Service Ontario
INFOline)
1-800-267-8097로 전화하면 다양한 정부
서비스 정보를 얻고 가까운 서비스 온타리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 헬스카드를 신청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 인포라인 (Service Canada
INFOline)
이민, 세금, 시민권, 고용보험, SIN 번호 및 기타
연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면
1-800-622-6232로 전화한다.
전화번호 안내
개인 또는 사업체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411로
전화한다. 일반적으로 유선전화에는 $0.50, 휴대
전화에는 $1.50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유용한 웹사이트
ontarioimmigration.ca 는
온타리오 이민국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공식
웹사이트이다. 새 이민자의 정착, 언어교육 및
브리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브리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란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cic.gc.ca는
캐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공식 웹사이트이다. 자신에게 맞는
정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Living in
Canada” (캐나다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착 주제에 관한 비디오와
링크를 찾아볼 수 있다. findlink.at/livingcana
에 접속한다.
settlement.org
지역의 정착서비스 기관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착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serviceontario.ca
취업, 교육, 훈련 및 운전과 관련된 온타리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yellowpages.ca
개인, 사업체 및 정부기관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온타리오의 모든 거주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Phone Book)를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부 신청은 전화 1-800268-5637로 한다.
inmylanguage.org
영어, 불어, 아랍어, 중국어, 구자라트어,
타갈로그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밀어, 우르두어로 정착 정보를 제공한다.
cic.gc.ca/english/newcomers/credentials
국제적인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적합하게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servicecanada.gc.ca
많은 캐나다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새 이민자를 위한 정보는 findlink.at/
ncserv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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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
성공적인 정착!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는
비영리단체로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16.340.1234
www.kcwa.net
kcwa@kcwa.net

비젼
장벽없는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

임무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
한 번에 한 사람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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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ON M2N 6C6
Fax: 416.340.7755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North York, ON M2R 1N7
Fax: 416.385.3495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이 장은 헬스케어, 주택 및 지역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찾기, 식료품점 찾기,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온타리오에서의
일상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권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새로운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다.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주택

지역사회 참여

교통

법적권리와 서비스

정착계획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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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연방, 주/준주 정부가 캐나다의 의료시스템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서비스의 실행은 주 및 준주 정부가 책임을 진다. 캐나다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은 전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텔레헬스 온타리오
간호사로부터 비응급 의학
조언을 들을 수 있다.
1-866-797-0000 365일
24시간 서비스. 영어, 불어 및
110개국 언어로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TTY라인:
1-866-797-0007.

워크인 클리닉
가정의가 없거나 예약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워크인
클리닉을 방문한다.
헬스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ontario.ca 또는
findlink.at/hcoptions 에
나와있다.

지역의료기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health.gov.on.ca 또는
findlink.at/healthcare

치과
온타리오치과협회 치과의사
찾기 서비스:
youroralhealth.ca 또는
findlink.at/013

개인의료보험
옐로우페이지 온라인 상담:
yellowpag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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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

온타리오 주정부는 온타리오 의료보험
(OHIP)을 통해 온타리오 거주자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보험이
있으면 가정의 방문과 응급치료 같은 기초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소득세를 통해
의료보험비를 납부한다.
온타리오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헬스카드 (OHIP카드)가 있어야 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헬스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 헬스카드로 온타리오
의료서비스 수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즉시 헬스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받으려면
캐나다에 도착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대기 기간은 랜딩 페이퍼 (Record of
Landing)에 기록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헬스카드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해야한다. 온타리오 의료보험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시민권 또는 이민서류와
함께 두 가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참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은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at/hc-docs에 나와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여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웹사이트
health.gov.on.ca 나 findlink.at/healthont
에 나와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모든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치과치료나
처방약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일부 고용주는 이러한 추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의 보장범위는 고용주마다 다르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만약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없다면,
제한적이지만 지역 보건소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타리오 헬스케어 정보
 health.gov.on.ca 또는 findlink.at/ohipinfo
 settlement.org 또는
settlement.org/topics.asp?section=he

가까운 서비스 온타리오를 찾으려면:
 서비스 온타리오 인포라인
1-800-267-8097 또는
 서비스 온타리오 웹사이트 serviceontario.
ca 또는 findlink.at/mto-office
대기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지역 보건소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페이지 측면 자료 참조

난민과 보호 대상자를 위한 헬스케어

가정의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은
3개월의 온타리오 의료보험 대기 기간 동안
아래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의는 가족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프거나 의학적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정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가정의는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한다. 하지만 일부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가정의 찾기가 힘들다.

 보호대상자
 난민신청 제한국가 출신이 아닌 난민신청자

가정의 찾는 방법:
 2012년 12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접수한
난민신청 제한국가 출신 난민신청자
난민신청 제한국가 출신 난민신청자와 거절된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에 대한
정보는 cic.gc.ca 또는 findlink.at/ifhp에
나와있다

 지역 내의 가정의를 찾으려면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서 제공하는 Health Care Connect
서비스를 이용한다. Health Care Connect
핫라인 1-800-445-1822, 웹사이트
ontario.ca 또는 findlink.at/hc-connect를
찾아본다.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웹사이트 cpso.on.ca에서 “의사
찾기”를 검색한다.
 정착상담원과 상담한다.
 가족과 친구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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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생각해보기
가정의는 어떻게 찾을까?
치과의사는 어떻게 찾을까?
가까운 워크인 클리닉은
어디에 있나?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무엇인가?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
나의 고용주는 치과치료나
처방약 비용을 보장해 주는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나에게
온타리오에서와 같은 동일한
의료보장을 해주는가?

일반적으로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치과치료에
적용되지 않지만, 병원에서 제공하는 특정
치과치료에는 적용된다.
17세 미만의 아동은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Healthy Smiles
Ontario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1-800-268-1153,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웹사이트 health.gov.on.ca 또는
findlink.at/smiles-ont 에 나와있다.
Children in Need of Treatment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17세 미만 아동에게 응급
치과치료를 해준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www.mhp.gov.on.ca 또는 findlink.at/cinot
에 나와있다

응급상황
긴급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911로 전화한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구급차를
보내준다. 구급차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구급
대원이 배치되어 있다. 응급 콜센터는 17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한다.
또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다.
응급실은 일반적으로 365일 24시간 문을 연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에서 받은
모든 의료 서비스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방접종
온타리오에는 성인과 어린이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면역)
프로그램이 있다. 만약 타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온타리오에 올 때
접종 기록을 가지고 와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가정의 또는
지역 보건소 의료진과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하여 상담한다. 자녀가 다닐 학교에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 예방접종 프로그램 정보는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웹사이트 health.gov.on.ca 또는 findlink.at/
immuneinfo 에 나와있다.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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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정신과 의사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장한다. 정신건강센터,
병원 또는 지역보건소와 같은 정부지원기관을
통해서 받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아닌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다른
상담사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온타리오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는 Ontario
Mental Health Helpline 전화 1-866-5312600 또는 웹사이트 www.mhsio.on.ca 에
나와있다.
정신질환, 약물남용 또는 도박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전화 상담 정보는 Connex
Ontario 웹사이트 connexontario.ca에
나와있다.

의료감시
캐나다에 오기 전에 받는 건강검진에서, 캐나다
도착 직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의료감시라고 하며 이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온타리오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기관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만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역 보건소
정보는 웹사이트 또는 findlink.at/ph-unit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p.103

소비자 서비스
소소한 것들이 생활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전화기 구입,
인터넷 접속, 식품점을 찾는 것은 정착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소비자 인식

식료품 구입

온타리오의 시장은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소비자 거래에는 소비자와
기업을 상호 보호하는 법률이 적용된다.
연방, 주/준주 정부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anadian Consumer
Handbook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온라인쇼핑,
은행, 주택, 주택개조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Ontario Ministry of Consumer
Services가 소비자 보호를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sse.gov.on.ca/mcs/
en/pages/default.aspx 또는 findlink.at/
consrights 에 나와있다.

식료품점에서는 다양한 신선식품과 기타
식료품을 판매한다. 또한 가격이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작은 편의점(Corner stores)이나
과일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빵집 등에서도
식료품을 살 수 있다. 지역 농산물 직판장에서
현지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도시에는 지방보다 다양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가 있다.
많은 업체가 전화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인터넷, 케이블을 할인 패키지로 묶어
번들(묶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요금제는
휴대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번들 서비스의
좋은 예다.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카드 또한
유용한 선택이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세부사항을
자세히 읽고 이해한다.
온타리오의 많은 공공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일 무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Wi-Fi Hotspots)를 이용할 수 있다.

팁
일반적으로 식당, 술집, 호텔 또는 택시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팁을
준다. 팁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다.
보통 청구액의 10-15%를 팁으로 준다.
p.106

긴급식료품 지원
식료품을 살 형편이 안된다면, 지역
푸드뱅크에서 무상으로 식료품을 얻을 수 있다.
정착상담원이나 온타리오 푸드뱅크협회에
문의한다. 전화 1-866-220-4022 웹사이트
oafb.ca/search
정착상담원 찾기 settlement.org/index.asp

Canadian Consumer
Handbook
consumerhandbook.ca

Canada Post
canadapost.ca
1-866-607-6301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at/dailylife

농산물 직판장
farmersmarkeontario.com

우편 서비스
캐나다 포스트는 대부분의 도시, 마을과
외곽지역에 소매점을 두고 있는 국립
우체국이다. 어디서나 소포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우편물
관리도 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epost.ca/
service/landingPa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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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은 모든 새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내 집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의 안락한 주택은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

임시주택

온타리오 주택 유형

캐나다에 도착하면, 임대 혹은 아파트나 콘도,
집을 찾는 동안 머물 임시 거처가 필요할 수
있다. 호스텔은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시설이다.
호스텔은 일인실 혹은 다인실의 침대 하나를
제공한다. 욕실과 주방은 함께 공유한다. 호스텔
또는 호텔을 찾으려면

 임대 아파트 - 건물 또는 주택에 방 하나, 방
두 개, 방 세 개짜리 아파트가 있으며 침실과
거실이 붙어있는 원룸(bachelor) 아파트가
있다. 모든 아파트에는 주방과 욕실이 있다.

 옐로페이지 yellowpages.ca 검색
 정착 예정 도시나 마을의 관광 관련
웹사이트의 숙박시설 목록 검색
 호텔 및 호스텔 목록이 들어있는 캐나다 관광
안내서 구입
p.87

 룸렌트 - 큰 집의 경우 공간을 몇 개의 침실로
나누어 개인에게 임대하기도 한다. 주방과
욕실은 세입자들끼리 공유한다. 루밍 하우스
(rooming houses) 라고도 한다.
 콘도미니엄 (콘도) - 대부분의 콘도는
다세대를 고층 빌딩으로 되어있다. 소유주는
매달 관리비를 납부한다.
 개인주택 - 단독주택은 주택 주위까지 주택
사유지에 포함하며 반 단독주택은 옆집과
한쪽 벽이 붙어있다. 타운하우스는 양쪽 벽이
양편의 옆집들과 붙어있다.
p.88

khshin@harmony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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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임대주택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역
신문의 광고란을 찾아보는 것이다.
newspaperscanada.ca 또는
findlink.at/newspapers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매월 1일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불한다.

또한
 살고 싶은 지역을 둘러보며 “아파트 임대”
또는 “임대” 사인을 찾아본다.
 친구, 친척 및 직장동료에게 문의한다.
 도서관, 식품점 및 커뮤니티센터의 게시판을
확인한다.
 웹사이트 viewit.ca 을 찾아본다.

 현금 - 전액 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선일자 수표 - 지정된 날짜 이전에 현금화할
수 없는 미래의 날짜가 적혀있는 수표.
집주인은 임대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선일자
수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불보증수표 -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수표.
집주인은 첫 달과 마지막 달의 렌트비를
지불보증수표로 요구할 수 있다.
p.93

온타리오에서의 주택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측면의 웹사이트 목록을 참조한다.
주택임대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지역이 소도시나
마을보다 더 비싸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수입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서명
많은 집주인들은 법적 계약인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계약기간 (일반적으로 12개월), 임대료,
그리고 주차, 케이블, 전기 또는 가스 요금의
포함 유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많은 집주인들이 한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 보증금은 마지막 달
임대료로 대치된다.

임대: 권리와 책임
주택 임대차법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은 온타리오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집주인은 언제 얼마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세입자는 언제 이사계획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규정들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법: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웹사이트 www.mah.
gov.on.ca 또는 findlink.at/rtact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법: Landlord
and Tenant Board 전화 1-888-3323234 또는 웹사이트 ltb.gov.on.ca

정부지원주택
온타리오에 있는 대부분의 시에는 세입자의
수입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
정부지원주택 (임대료 보조) 제도가 있다.
정부지원주택 입주에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정부지원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착상담원에게 문의한다.

Ontario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
Housing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www.mah.gov.on.ca
또는 findlink.at/ont-mmah

Canada Mortgage &
Housing Corporation
캐나다에서의 주택임대: 새
이민자가 알아야할 사항 은
웹사이트 cmhc.ca 또는
findlink.at/cmhcnc에
나와있다.

Settlement.org
온타리오 주택 정보는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at/housinginf 에서
찾아볼 수 있다.

Housing Help
Association of Ontario
무주택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는
findhousinghelp.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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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주택조합(Co-op)

대학생 기숙사

비영리주택조합 (Co-op)은 입주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된다. 비영리주택조합의 임대료는
평균 임대료보다 낮다. 비영리주택조합
입주자들은 주택 관리와 유지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비영리주택조합의 입주 대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긴 편이다.
해당 지역의 비영리주택조합 목록은 검색어
non-profit co-op housing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하게 될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학생들이 없는 여름철에는 일반인들이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는
새 이민자들과 여행자들에게 경제적인 숙소가
될 수 있다.

p.97

주택 구매
생각해보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비영리주택조합이 있는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정부지원주택 대기자 명단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집을 사게 되면 어느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융자를 받을
것인가?
집을 사려면, 계약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내가 내는 임대료에는 난방,
냉방, 냉장고와 오븐 같은
가전제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웹사이트 cmhc.ca 또는 findlink.at/cmhcnc
에 나와있는 새 이민자를 위한 주택 구매
안내서를 참조한다.
집을 사기 위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태가 좋아야 한다. 새 이민자는 캐나다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신용기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용기록을
쌓기 시작해야 한다. 신용기록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오퍼를 넣을 때는 전문적인
주택 감정평가를 통과해야만 구매하는 것으로
조건부 오퍼를 넣는 것이 좋다. 만일 검사원이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오퍼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p.94-96

p.97

응급 주거시설 (쉼터)
쉼터는 노숙인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단기 주거시설이다.
사는 곳에서 쫓겨나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다면 쉼터에 머물 수 있다. 해당 지역 쉼터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 맨 앞에 다른 비상
번호들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211로 전화해도
된다.
p.97

노인주택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에서 지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주택을 찾을
수 있다. 사설 노인복지주택은 옐로페이지나
웹사이트 yellowpages.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을 포함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Ontario Seniors’ Secretariat
전화 1-888-910-1999 또는 웹사이트
seniors.gov.on.ca 나 findlink.at/
seniorguid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인권강령 및 주택
온타리오 인권강령 (Ontario Human Rights
Code)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인종, 혈통, 출신, 피부색, 민족,
시민권,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범죄기록,
혼인 여부, 동성혼 여부, 가족 상태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인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 www.ohrc.
on.ca 또는 findlink.at/ohrhousing 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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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여유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

예배 장소

온타리오의 모든 시에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공립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다. 모든 센터에는
지역공동체의 단체들이 회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한 많은 센터가 스케이트장, 수영장,
체육관, 스포츠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과
시설은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라, 모든 캐나다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온타리오는 세속 사회지만,
온타리오 사람들은 교회, 회당, 모스크, 사원 및
기타 예배 장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착상담원과의 상담, 211 전화,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 또는 Community
Recreation Centre + 지역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공립 도서관
지역 공립 도서관에서 영어와 다른 언어로 된
신문, 잡지, 책, CD, DVD 등을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독서, 스토리텔링 클럽, 새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실, 작가들과 함께하는 독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은
고용정보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 공공 도서관에 대한 정보는 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Sport 웹사이트
mtc.gov.on.ca 또는 findlink.at/op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거주지 증명 서류 (전화, 전기,
통신료 청구서 등)가 필요하다.

가까운 예배 장소는 인터넷에 Places of Worship
+ 지역 이름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자원봉사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기부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사회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용한 연락처를
얻을 수 있고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일부
기관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신원조회를 요청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 및 해당 지역 자원봉사센터
정보는 Ontario Volunteer Centre Network
웹사이트 ovcn.ca에 나와있다.
 캐나다 이민성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웹사이트 www.citizenship.
gov.on.ca 또는 findlink.at/mci-active에서
찾아본다.
 정착상담원에게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기회에 대해 문의한다
 전화 211로 문의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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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출근을 위해, 새로 살게 된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 또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위해 새로 정착하게 된 지역을 둘러보며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에 꼭 필요하다.

대중교통

운전면허증
온타리오 운전면허증 취득
웹사이트 drivetest.ca 또는
findlink.at/driverinfo

운전면허 시험장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화번호부 옐로우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yellowpages.ca
운전면허 시험 drivetest.ca 또는
findlink.at/testcentre

운전자 핸드북
도로규칙 정보 및 필기시험 준비
웹사이트www.mto.gov.on.ca
또는 findlink.at/dhandbook
운전자 핸드북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소매점에서 구입가능

자전거와 안전
Service Ontario 1-800-2678097
웹사이트 www.mto.gov.on.ca
또는 findlink.at/cycling

지도
Welcome to Canada

p.28

온타리오 대부분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도시에는
버스, 기차, 지하철, 전차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월정액권이나
티켓/토큰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는
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나 Ministry of
Transportation 웹사이트 www.mto.gov.
on.ca 또는 findlink.at/transit에 나와있다.

대중교통 예절
공공장소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대중교통
사용 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elcome to Canada에 나와있다.
p.120

택시
온타리오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택시비가 비싸므로 출발 전 기사에게
대략의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터기 (요금 표시기)를 잘 보고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택시회사는 전화번호부의 옐로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yellowpages.ca에서 찾을 수 있다.

자동차 렌트
자가용이 없다면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많은 대도시에서는 Zipcar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기간 동안 자동차를
렌트해서 현지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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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는 대여와 반납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지역 자동차 렌트 및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전화번호부의 옐로페이지 yellowpages.ca에
나와있다.

운전면허증 취득
본국에서 발급받아온 국제운전면허증은
캐나다 도착 후 60일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이전의 운전
경력이 참작된다. 하지만 이전의 면허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온타리오 교통법규에 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고 한 번 내지
두 번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은 공식 신분증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식 신분증을
갖고 싶다면 온타리오 포토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공식 신분증으로 간주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상 이름, 생년월일, 서명이
포함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료 $35를 납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 나
ontario.ca/government/ontario-photocard에 나와있다.
참고: 운전면허증과 온타리오 포토카드 두
가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통법규

보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무겁다. 중요한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은 무과실 보험제이다.
무과실 보험이란 운전자 본인의 과실인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인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증은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권은 차량 안에 상시 보관한다.
 표시된 제한속도보다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
과속에 대한 과태료가 높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
 핸즈프리 장비가 없다면 운전 중에는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p.124

무과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nsurance
Bureau of Canada 웹사이트 ibc.ca 또는
findlink.at/nofaul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온타리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대신 어떤
정부 발급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보험료와
차량등록비, 면허 발급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여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적을 비교하거나,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 중개인을 찾는다.
중개인 및 보험회사의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이나 웹사이트 yellowpages.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p.124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새 거주지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도시는 통근자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정해놓고 있으며, 많은 도시에 여가용
자전거도로가 있다. 자전거는 온타리오
고속도로 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18세 미만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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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및 서비스
연방과 주 또는 준주는 자유와 평등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캐나다의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온타리오 인권강령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온타리오 인권강령 (Ontario Human Rights
Code)은 모든 온타리오 주민들이 고용, 주택,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인종, 혈통, 출신, 피부색,
민족, 성적 지향, 범죄기록, 혼인 여부, 동성혼
여부, 가족 상태,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다. 자세한
정보는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 www.ohrc.on.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념과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캐나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거주의 자유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적법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이는 정부가 법에 따른 개인의 모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연방정부로부터

영어 또는 불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연방 Department of Justice의 헌장은
justice.gc.ca 또는 findlink.at/constiact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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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및 동의연령
온타리오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18세이다.
이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는 나이이다.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동의
연령은 16세이다. 동의가 없는 모든 성관계는
범죄다. 동의 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justice.gc.ca 또는 findlink.at/
ageconsent에 나와있다.
p.42

변호사 찾기
 정착상담원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지역 전화번호부의 옐로페이지나 웹사이트
yellowpages.ca를 찾아본다.
 온타리오 변호사와 법무사 목록은
Law Society of Upper Canada 웹사이트
lsuc.on.ca 또는 findlink.at/tlsuc에
나와있다.
 온타리오 법률구조 Legal Aid Ontario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00-668-8258 또는
웹사이트 legalaid.on.ca를 찾아본다.

인권보호센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hrlsc.on.ca

온타리오 옴부즈맨
온타리오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ombudsman.on.ca

온타리오 사법부
12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타리오 사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
gov.on.ca 또는
findlink.at/on-just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Settlement.org
캐나다 사법제도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
at/legal-serv에 나와있다.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법에 대해
설명해놓은 자료는 cleo.on.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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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계획
헬스케어
헬스카드 신청을 위해 서비스 온타리오 방문

가정의 찾기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없는 3개월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

가까운 병원 및 워크인 클리닉 찾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소비자 서비스
지역사회 식료품점과 시장의 식품 가격 알아보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정리하기
필요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 알아놓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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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주택
예산에 맞는 집 구하기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해하기

과제

	보험, 공과금,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주택 관련 비용 계획
세우기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 알아보기

과제

근처 도서관 찾기 및 도서관 카드 만들기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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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종류 알아보기

과제

온타리오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법적 권리와 서비스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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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교육과 직업훈련
이 장은 유아보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 소개한다.

유아보육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언어교육

정착계획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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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
온타리오에는 많은 유아보육 기관 (데이케어)이 있다.
가정 형편에 맞는 적절한 유아보육 기관을 찾아 등록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보육교사와 면담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하는가?
내 아이가 다니는
유아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결석을 해도 교육비는 모두
내야 하는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면
어떻게 되나?

공인 및 비공인 유아보육기관

유아보육 보조금

온타리오에는 등록된 (공인) 유아보육 기관과
미등록된 (비공인) 유아보육 기관이 있다.
5 명 이상의 10 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Day Nurseries Act에 따라
반드시 Ministry of Education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비공인 유아보육 시설은 보호자와
보육교사 간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 운영된다.
5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유아보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가정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정착상담원 또는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또는 findlink.at/
payingch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아보육 기관이 적용하는 규정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기관은 종일반만 운영하고 또 어떤
기관은 시간제 및 당일 등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대기 기간이 길 수도 있으며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나 findlink.at/
childcare 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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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영유아 센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타리오 영유아
센터는 6 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놀이와 학습을
제공한다.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를
동반해야 한다. 온타리오 영유아 센터는
부모들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다.
가까운 온타리오 영유아 센터는 서비스
온타리오 전화 1-800-268-1153 또는
웹사이트 www.oeyc.edu.gov.on.ca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자녀들은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유치원-8학년)와 고등학교 (9-12학년)로 나뉜다.
따로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에서
공립학교 찾아보기

Settlement.org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안내는 settlement.org 나
findlink.at/educinfo 에
나와있다.

온타리오 지역 교육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등록

대부분의 아동은 4-5 세에 유치원에 입학한다.
온타리오 법에 의하면 6 세에서 18 세까지의
아동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자녀를 학교에 처음 등록시키려면 지역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학년 배정 및 영어나
불어 교육 등의 보충수업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력진단평가가 실시된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고등교육 (대학, 대학교,
직업전문학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시켜주거나 졸업 후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p.77

모든 교육청 및 관계 부처
목록은 edu.gov.on.ca 나
findlink.at/boardlist에 있다.

불어교육
12 개의 교육청에서 불어가
모국어인 부모를 둔 아동에게
불어 교육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edu.gov.on.ca 나
findlink.at/fsl 에 있다.

아동은 지역에 있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거주지 부근
학교로 배정이 된다.

교육청
온타리오의 모든 지역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립 교육청이 있다. 온타리오 전역에 영어 및
불어 교육청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 공립
가톨릭교육청이 있다.
해당 지역의 학교를 관리하는 담당 교육청과
당국을 잘 알아두도록 한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과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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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

종일반 유치원

영어 -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
가능하다.

현재 많은 온타리오의 학교에서 4 - 5 세
아동을 위한 종일반 유치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다음 학년 등록 마감일은?
내 자녀는 평가를 받고 학년
배정을 받았는가?

등교는 어떻게 하는가?
스쿨버스를 운행하는가?

교육청과 학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내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가?
우리 지역 교육청은 불어
집중교육을 제공하는가?
신청방법은?

불어 - 제2외국어로서의 불어 교육 (FSL) 이
영어권 교육청 소속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어수업 - 불어가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불어확장수업 - 불어를 교과목으로
공부하면서 최소 다른 한 과목을 불어로
수업한다. 불어 확장수업은 보통 7 학년에
시작된다.
 불어집중수업 - 불어를 제1언어로 학습하고
두 개 이상의 다른 과목을 불어로 수업한다.
불어집중수업은 보통 유치원 때 시작된다.
FSL 프로그램은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나 findlink.at/onfsl
에 나와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불어집중수업과 불어확장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해당 거주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찾으려면 해당
지역 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전통 언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학습과 활동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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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으면 학교는
오전 7시 - 9시, 오후 3시 30분 - 6시까지
방과 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종일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종일반 유치원과 방과 전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나 findlink.at/fulldayk에 나와있다.

특수교육
행동, 의사소통, 지적/신체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나
findlink.at/full-dayk에 나와있다.

대학교육
온타리오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또는 직업기술 과정을 공부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는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다양한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전문대학

학자금 지원

온타리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기술, 건강,
비즈니스, 서비스 및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직업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은 수료 및 학위 프로그램 외에도 기술 훈련
프로그램 (응용 분야의 일부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수료를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수업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의
정규과정을 마쳐야 한다.

학비는 선택한 학과에 따라 다르다. 온타리오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은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 역시 Canada Student Loans
Program(CSLP)을 통해 일부 학자금을 지원한다.
각 대학과 대학교마다 자체 장학금 및 지원금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학생처에 문의한다.

대학교

견습훈련생은 숙련된 기술자로부터 직업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다. 견습훈련생은 훈련의 일환으로
강의실 수업을 듣고 견습훈련생은 직원으로서 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다. 견습훈련 과정을 통해
150 개 이상의 숙련된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측면의 정보를 참고한다.

대학교에서는 학부 프로그램 (학사) 및
대학원 프로그램 (석박사)을 공부한다.
대학교는 교육, 의학, 법학 및 공학과 같은
특정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19 세 이상으로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성인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학사 일정 안내를 통해
입학 요건 및 학과 정보를 알 수 있다.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마다 자체 평가
기준과 절차가 있다.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 이전 학력에 대한 자격 인정, 학과목 면제,
또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입학처에
연락하면 학점 인정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견습프로그램

교육적금(RESPS)
은행이나 신용조합 또는 뮤추얼 펀드 회사에
세금이 면제되는 교육 적금 (RESP)을 들어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준비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웹사이트 www.hrsdc.gc.ca 나
findlink.at/can-re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전문대학 및
대학교
온타리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www.tcu.gov.on.ca 나
findlink.at/findschoo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불어
전문대학 및 대학교
온타리오 불어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www.tcu.gov.on.ca 나
findlink.at/frenschoo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자금 지원
OSAP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는 www.osap.gov.on.
ca 나 Canada Student
Loans Program 웹사이트
canlearn.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견습프로그램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웹사이트 www.tcu.gov.on.
ca 나 findlink.at/trade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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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및 교육청은 저녁시간과 주말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교육
학위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받은 후에도 원예나
사진처럼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학습하기 위해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이는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전문대학, 대학교 및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교육청 정보는 전화번호부 블루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edu.gov.on.ca 또는
findlink.at/schoolinfo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MTCU) 웹사이트 www.tcu.
gov.on.ca 나 findlink.at/findscho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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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을 위한 독해, 작문 및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TCU
웹사이트 www.tcu.gov.on.ca 나
findlink.at/adultlear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의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18 세 이상의 성인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edu.gov.on.ca or findlink.at/
ossd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ndependent Learning Centre에서 많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과정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ilc.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어교육
영어나 불어를 배우는 것은 캐나다 정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공식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모든 영역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언어수업

언어능력 평가

연방 및 주정부는 교육청, 대학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 무료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사립 어학원에서도 유료로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온타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어 및 불어
교실이 있다.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언어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정착상담원에게 거주
지역의 평가 센터에 대해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cic.gc.ca/english/newcomers/map/
ontario.asp 를 찾아본다.
온타리오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 또는 불어
능력 평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능력 향상 English Literacy
Development (ELD)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및 불어 교육 (ESL
and FSL)

언어능력 평가
자세한 정보는 www.language.
ca 나 findlink.at/clb-assess
에 나와있다.

언어수업
다양한 언어수업에 대한 정보는
inmylanguage.org 나 findlink.
at/eslprogram 에 나와있다

언어수업 장소
언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는
ontarioimmigration.ca 나
findlink.at/onlinetool 에
나와있다. 또는 전화 211로
문의하거나 211ontario.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LINC)
LINC 가정수업

 새 이민자를 위한 불어교육 (CLIC)
 직업별 언어교육 (OSLT)
 언어 집중교육 (ELT)
 전문 언어교육 (SLT)

집에서 하는 LINC 수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cet.com 나
findlink.at/homestud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업별 언어교육 (OSLT)
OSLT 온타리오 전문대학에서
특정 직업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수업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co-osl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 직업훈련

39

정착계획
유아보육
유아보육 계획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 알아보기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의 등록 마감일 알아보기
자녀의 등하교를 위한 교통편 알아보기

과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한 모든 필요서류 준비하기
연령 증명서류
거주지 증명서류
법적후견인 증명서류
예방접종 기록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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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대학교육
	본인이나 자녀를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신청 마감일
알아보기
과제

입학요강 확인하기
가능한 지원금 신청하기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평생교육
	관심분야 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대학 및 대학교 또는
교육청내의 평생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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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
언어능력 평가받기
본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언어 프로그램 알아보기
과제

	본인의 직업에 맞는 언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담사와 상의하기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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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취업과 창업
이 장은 온타리오의 고용시장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온타리오에서 취업 준비하기,
국제학위 및 경력 인정받기, 효과적으로 구직활동하기,
창업하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내 권리

창업

정착계획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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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사회보장번호 (SIN)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
gc.ca 또는 findlink.at/sin 에
나와있다.

경력인증평가
국제 학위 및 경력 인증 절차를
위한 정보는 cicic.ca 나
findlink.at/cicic-cred 또는
credentials.gc.ca 에서
찾아볼수 있다.

Global Experience
Ontario
온타리오의 규제 직종에 대한
정보는 전화 1-866-670-4094
나 www.citizenship.gov.on.ca
또는 findlink.at/globalexpe 에
나와있다.

HealthForce Ontario
외국에서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의료인은 1-800-596-4046 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
healthforceontario.ca 를
방문한다.

브리징 프로그램
브리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정착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citizenship.
gov.on.ca 또는 findlink.at/
trainin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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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 (SIN)

비규제 또는 자체규제 직종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 (SIN) 가 있어야 한다.
취업 시, 고용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사회보장번호를 요청한다.
사회보장번호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특정한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도 사용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번호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온타리오 대부분의 전문직종이나 많은 분야는
취업을 위해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직종을 비규제
직종이라 한다. 재무관리자, 경제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리, 시스템 분석가, 목수,
요리사 등 많은 직종이 비규제 직종에 속한다.
온타리오에서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증이 가능한 직업분야도 있다.
이를 자체규제 직종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적자원 컨설턴트가 있다.

온타리오의 직업
온타리오에는 다양한 전문직과 기술직을
포함해 많은 직종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규제
직종이지만 일부는 비규제 또는 자체 규제하에
운영되는 직종이다.

외국학력인증평가
먼저 국제학위를 인증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규제 혹은 자체
규제하에 운영되는 직종의 경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학력인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 직업의 특성상 특정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교육내용이
캐나다의 교육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타리오에서의 취업을 위해 따로 추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다. 페이지 측면에 나와있는 정보를 참고한다.

규제 직종
생각해보기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기기술자, 배관공
등을 포함한 온타리오의 대부분의 전문직과
기술직은 규제 기관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규제 직종이라 한다.
규제 직종에 종사하려면 온타리오 직업 규제
기관을 파악한 후 등록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Global Experience Ontario (GEO)는 비보건
직종과 기술 직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국제
교육을 받은 새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보건 직종의 경우,
국제교육을 수료한 전문 의료인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 HealthForceOntario 가 있다.

나의 직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인가?

브리징 프로그램

필요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직업은 규제
직종인가 비규제 직종인가?
규제 직종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력인증평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가?
누락된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온타리오 브리징 프로그램은 훈련, 기술 향상,
직종별 구직 지원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부 브리징 프로그램은 규제 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업 알선, 멘토링 및 고용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온타리오의 다양한 직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맞은편
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한다.

취업과 창업

45

구직활동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다. 온타리오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력서 양식이 다를 수도 있고,
네트워킹이 구직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기관과 지원을 통해 구직할동을 할 수 있다.

구직활동 지원

생각해보기
나의 직업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직종별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기타
구직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 분야의 온타리오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
내 분야의 직종이나 산업에
있어서 최근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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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가 고용시장에 대해 익히고
온타리오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과 웹사이트가 있다. 아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새 이민자를 위한 무료 구직 워크숍 (JSW).
정착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jswontario.org 에서 찾아본다.
 온타리오 고용시장 알아보기
ontario.ca 또는 findlink.at/lmi
 온타리오 취업센터: 1-800-387-5656 또는
Employment Ontario 웹사이트 ontario.ca
또는 findlink.at/etlanding
 온타리오 취업지원 서비스: www.tcu.gov.
on.ca 또는 findlink.at/ineedajob
 Working

in Canada 웹사이트
workingincanada.gc.ca

 구직관련 기사: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at/employInfo
 서비스 캐나다의 직업관련 데이터베이스:
jobbank.gc.ca

근로자들과의 연계
자원봉사는 캐나다 고용시장내의 근로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11에 전화해서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거나
온타리오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Ontario
Volunteer Centre Network 웹사이트 ovcn.
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커리어 브리지 (Career
Bridge)는 경영, 화학, 통신, 환경 연구 및
금융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규제 직종의 숙련된
이민자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전화 1-888-507-3343
웹사이트 careerbridge.ca에서 할 수 있다

입사지원
입사지원을 하려면 이력서 (résumé 또는
curriculum vitae)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에는 자격 및 경력을 기록한다.
자기소개서에는 왜 자신이 가장 적합한
지원자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일부
고용주는 다른 나라에서 쌓은 이전 경력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전의 경력이 온타리오의
새 고용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인터뷰 준비에 대한 정보는
workingincanada.gc.ca 와 jobsetc.gc.ca에
나와있다.
p.63

온타리오의 직장문화
직장문화는 나라마다 혹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타리오의 고용주는
의사소통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살고 있는 지역의 정착 기관 및 고용 전문가에게
온타리오 직장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언어교육 과정에는 직장문화와 의사소통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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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권리
직장내 평등

근무시간

온타리오 인권강령은 직장 내의 차별을
금지한다. 온타리오에서 일하고 있거나
입사지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종, 혈통,
출신, 피부색, 민족, 국적,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범죄기록, 결혼 여부, 동성혼 여부,
가족 상태, 장애 등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취급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평등과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 www.ohrc.on.ca 또는 findlink.at/
ohrcemplo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근무시간은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총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근무시간의
초과는 서면 합의서와 Ontario Director of
Employment Standard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타리오 근로기준법
온타리오의 근로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온타리오 근로기준법
(Ontario Employment Standards Act,
ESA)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
대부분의 온타리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3 년,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5였고, 학생 최저임금은 시간당 $9.60
였다.5 현재의 최저임금은 Ministry of Labour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 또는
findlink.at/minw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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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온타리오에는 일 년에 9일의 공휴일이 있다.
자격을 갖춘 고용인은 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온타리오의 공휴일은
새해 첫날, 가족의 날, 성금요일, 빅토리아
데이, 캐나다 데이, 근로자의 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박싱 데이이다.

휴가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12 개월마다 최소 2 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는
대신 총임금의 최소 4 % 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방학이나 여름휴가 기간에 일을 하거나 학기 중에
주당 28시간 이하로 일하는 18 세 미만의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5

급여수령
고용인은 지정된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와 공제액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두고
일시적인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경우 고용 보험 (E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Labour’s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 전화 1-800-531-5551 (23 개
언어로 정보 제공) 또는 Ministry of Labour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 또는
findlink.at/on-esa에 나와있다. 서비스
캐나다를 방문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는 전화 번호부의
블루페이지나 웹사이트 servicecanada.gc.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p.103

이 책자는 Ministry of Labour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 또는 findlink.at/
hsawaren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비스
온타리오 전화 1-800-267-8097
 Ministry of Labour의 근로자 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abour.gov.on.ca
또는 findlink.at/hsafety에 나와있다.
 직장 내 안전에 관한 신고전화:
1-877-202-0008.

온타리오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온타리오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Ontario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온타리오
무과실 직장보험을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가 내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WSIB는
장애급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산업재해를 입었거나
직장 안전 및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00-387-0750 또는 WSIB 웹사이트
wsib.on.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과 안전
온타리오 산업안전보건법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는
온타리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온타리오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건강과 안전 인식 4 단계(Worker
 근로자의

Health and Safety Awareness in 4
Steps) 책자에 나와있는 작업장에서의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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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온타리오에는 창업의 기회가 많다. 2012년에 2백9십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온타리오 소재 중소기업에 고용되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온타리오 기업 전체의 98%를 차지한다.6

온타리오에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웹사이트 ontario.ca 또는 findlink.at/
busines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주 전역에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소유와
성공적인 운영에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800567-2345 또는 웹사이트 ontario.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캐나다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888-576-4444 또는
웹사이트 canadabusiness.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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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출
ontariocanada.ca 또는 findlink.at/onmedte

정착계획
취업준비
사회보장번호 신청하기 (SIN)

학력인증 평가받기

취업하려는 직업이 온타리오에서 규제 직종인지 확인하기

지역내 본인의 취업분야와 관련된 브리징프로그램 찾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직업찾기
구직 및 다음 단계에 대해 정착상담사 또는 취업상담사와
상담하기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지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기

본인이 선호하는 직종의 온타리오내 직장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기

전문분야에서 추가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또는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 찾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취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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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창업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중소기업센터에 문의하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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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금융 및 개인재정
이 장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다룬다.
은행 계좌 개설, 신용 관리, 세금 납부 및
각종 사회 복지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금융과 은행

신용관리

세금

사회복지와 혜택

정착계획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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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은행
온타리오 주민은 대체로 현금을 은행, 신용조합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예치한다. 이런 금융기관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Canadi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에
가입되어 있어 계좌당 최대 $100,000까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생각해보기
어느 은행에서 신규이민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예금계좌와 적금계좌가
나에게 필요한가?
한 은행에 직불카드가 있다면
그 직불카드로 타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나?
이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가?

금융

은행계좌 개설

캐나다 화폐 및 환전에 관한 정보는 “Welcome
to Canad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이자율 등이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수수료가 없는
계좌에 대해 문의하도록 한다. 또한 새 이민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문의해본다.

우편 송금을 할 때는 절대 봉투에 현금을 넣어
보내서는 안되며 대신 개인수표 또는
송금환 (은행에서 구입)이나 우편환 (우체국에서
구입)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행이나 개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송금을 할 수도 있다.
p.105–106

은행 서비스
직장이 없거나 당장 은행에 입금할 돈이 없어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계좌 및 저축계좌
 직불카드
 24시간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대출 및 신용카드
 투자상품 및 투자계획
 재정상담
캐나다의 은행은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되지만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불카드 도용과 같은 각종 금융
사기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ndustry
Canada 웹사이트 consumerhandbook.ca에
있는 “Consumer Handbook”에 잘 나와있다.
p.109–111

54

온타리오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예금계좌가 필요하다.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는 입출금예금계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다. 하지만
특정 거래만 허용되거나 금융거래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위해
입출금예금계좌도 함께 개설한다.
은행, 신용조합, 투자신탁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과 사회보장번호(SIN) 등 두
가지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에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카드 (직불카드)
를 받는다. 대부분의 상점, 음식점 및 기타
업체에서 현금 대신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 기계 (자동입출금기 또는
ATM)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다.
p.109–111

신용관리
신용
신용이란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신용의
형태다. 일반적으로 차용인은 정기 분할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대출이나 융자를 받을 때는
상환 주기와 상환금액을 명확히 한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이자는 대출자 (주로 은행)가 차용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이자율은 총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의 일정 기간에 대한 백분율을
뜻한다. 어떤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은행 대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반드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신용 및 대출, 신용카드의 선택과
신청에 대한 정보는 Welcome to Canada에서
찾아볼 수 있다.
p.112–115

신용기록 쌓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 관리 기관은 대출에 대한 차용인의
정기적인 대출금 상환 여부와 상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개인
신용기록의 일부가 된다.
온타리오에서는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대출 또는 모기지 등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기록을 검토하여 과거 재정관리의
성실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는 신청인의 신용기록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기록을 쌓기 시작한다. 새 이민자를 위한
신용카드 상품이 있는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본다. 신용카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본다.
신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웹사이트
fcac-acfc.gc.ca에 자세히 나와있다.

생각해보기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얼마인가?
현재 나의 신용등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신용기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 및 개인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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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세 단위의 정부가 모두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된 세금은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 및
직업 교육같은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생각해보기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캐나다
자녀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세금의 종류

캐나다 자녀양육지원금

가장 일반적인 세금으로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및 사업 소득세 등이 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영수증 및 기타 문서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잘 모아둔다.
세금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Finance 웹사이트 www.fin.gov.on.ca 나
findlink.at/fin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캐나다 정부로부터 매달
자녀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금액은
소득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
cra-arc.gc.ca나 findlink.at/cra-bnf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득세
캐나다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한다. 해외 발생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출처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 Revenue Agency
(CRA) 웹사이트 cra-arc.gc.ca 나 findlink.
at/incometax에 나와있다.

종합판매세 환급
온타리오에 사는 모든 사람은 거의 모든 소비재
구매 시 종합판매세 (HST)를 낸다. 캐나다
국세청 (Canadian Revenue Agency,
CRA)은 세금 환급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 세금보고
시 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종합판매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캐나다
국세청이 신청을 승인하면 환급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ra-arc.gc.ca 나
findlink.at/gst-h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56

온타리오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

사회복지와 혜택
온타리오에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고용보험 (EI)

사회복지

일자리 부족이나 한시적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 52주 동안 캐나다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충분한 근무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정착상담원과의 상담이나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sevicecanada.gc.ca 나 findlink.
at/ei-ap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타리오 웍스 (Ontario Works)는 일시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온타리오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 지원과 구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격이 되는 경우, 온타리오 웍스를 통해 식비와
주거비 같은 기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웹사이트
mcss.gov.on.ca 나 findlink.at/socialassi에
나와있다.

캐나다 은퇴연금 (CPP)
온타리오에서 일을 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 중 일부를 자동으로 공제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캐나다 은퇴연금을 납부한다.
캐나다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캐나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캐나다 은퇴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이거나 60세에서 64세 사이로,
법에 정해진 소득 및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 (ODSP)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ODSP)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지원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식비와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웹사이트 mcss.gov.on.ca
or findlink.at/ont-dsp에 나와있다.

캐나다 은퇴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servicecanada.gc.ca 또는
findlink.at/cpp 에 나와있다.

노령연금 (OAS)
노령연금 (OAS)은 65세 이상의 캐나다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자격을 갖추려면 18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servicecanada.gc.ca 나 findlink.at/
oldagesecu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 및 개인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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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계획
은행, 신용쌓기 및 세금
각 은행정보 찾아보기 및 계좌 개설하기

신용카드 신청하기

신규이민자를 위한 은행 서비스에 대해 은행담당자와
상담하기

해당시 캐나다 자녀양육지원금 신청하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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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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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eprinting@gmail.com

1150 Sheppard Ave. W. Unit 8, North York

647-797-2445 / 416-512-2422 / 416-892-3110 (C)
비둘기인쇄와 무한타올이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합니다

사람과 환경
이 장은 온타리오의 다양한 사회의 주요 가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양성평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
평화적인 가족 문제 해결 방법,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성

장애인

가족관계

환경보호

정착계획

캐나다와 온타리오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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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온타리오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사회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
온타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포용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문화적으로 형성된 나의
태도와 신념은 무엇인가?
나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용적인가?
나는 다른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의 문화에 대해
어떤 일반화를 하고 있는가?

다양성과 포용성

남녀평등

온타리오는 다양한 능력과 서로 다른 성적 지향,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다채로운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성이다. 포용이란 여러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이 온타리오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는 더욱
포용적인 온타리오 공공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gs.gov.on.ca 나
findlink.at/omgs에 나와있다.

남녀평등은 캐나다의 핵심 가치이다. 여성이나
여아를 비하하거나 해를 끼치는 문화적 관습은
용납될 수 없다.

온타리오 인권강령은 포용성을 토대로 하여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 www.ohrc.
on.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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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공동체
성소수자를 뜻하는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 Queer)의
줄임말이다. 성소수자들도 온타리오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다. 온타리오 인권강령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settlement.org 또는 findlink.at/lgbtqservi
에 나와있다. 전화 211이나 웹사이트
serviceontario.ca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약 185만 명에 달하는 온타리오 주민 일곱 명 중 한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7 인
구의 노령화에 따라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타리오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지향한다. 온타리오에 있는 사업체,
기관과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우미 동반 출입 허용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
장애의 종류와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장애는 눈에 보이지만 어떤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학습장애,
청각 및 시각 장애, 간질, 정신질환, 중독, 환경
민감성 및 기타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 www.ohrc.on.ca 나 findlink.at/
ohr-lrd에 올라와 있는 시와 수필, 영상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접할
수 있다.
Ontario Human Rights Codes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는 웹사이트 www.ohrc.on.ca
나 findlink.at/ohr-l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근성 표준
2005년 제정된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법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AODA)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표준 설립을 촉구하였다. 이
표준은 장애인이 온타리오 사회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와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2025
년까지 최고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고용 - 모든 기관은 정기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인, 고용 및 직원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수한 장비나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정보통신 - 모든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 웹사이트 및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교통 - 이 표준은 버스, 택시,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병원 셔틀버스, 스쿨버스 및 일부
여객선에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
장치, 전용 계단, 손잡이, 조명, 간판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생각해보기
내 직장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내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5. 공공장소 - 이 표준은 건물 및 놀이터,
주차장, 피크닉 장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2005년 제정된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법에
대한 정보는 ontario.ca 또는 findlink.at/
accssibact에 자세히 나와있다.
접근성 표준에 대한 정보는 ontario.ca 나
findlink.at/accsstand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1이나 Disability Doorway
웹사이트 disabilitydoorway.com에 나와있다.

5가지 접근성 표준:
1. 고객 서비스 -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장애인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계획안에는
안내견이나 휠체어의 출입 허용, 장애인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 (ODSP)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mcss.gov.on.ca 또는 findlink.at/
ont-d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출처: mcss.gov.on.ca or findlink.at/ont-dsp

사람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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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가족의 지원은 온타리오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
연방법과 주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한다.

결혼

Ontario Women’s
Directorate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위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women.gov.on.ca 또는
findlink.at/serviwomen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 서비스 -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가정폭력 및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위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
gov.on.ca 또는 findlink.at/ov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온타리오 가정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onefamilylaw.ca 또는
www.women.gov.on.ca 또는
findlink.at/flew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정법 안내
온타리오 가정법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는
www.attorneygeneral.jus.
gov.on.ca 또는 findlink.at/onfamlaw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은 많은 캐나다와 온타리오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기초 단계이다.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를 따른다. 타국에서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한 후에야 온타리오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온타리오는 2003년에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3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했거나 자녀가
있으면서 1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사실혼”으로 간주된다.
p.44

이혼
오직 법원만이 이혼을 승인할 수 있다.
배우자 중 누구라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
타국에서 한 이혼이라도 온타리오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45

배우자 학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불법이다. 여기에는 원치않는 성관계도
포함된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범죄이다. 가족에 대한
폭력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p.42

캐나다 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
경찰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캐나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폭력, 사고, 상해 또는 범죄와 같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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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경우, 911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다.
온타리오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elcome to Canada 에 나와있다.
p.41

가족에 의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여성은 365
일 24시간 운영되는 Assaulted Women’s
Helpline 1-866-863-0511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화로
위기상담을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지원 및
서비스를 소개해 준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awhl.org 또는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웹사이트 mcss.gov.on.ca 나
findlink.at/womenhelp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1로 전화하여 가족 상담 및 육아 워크숍 등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
체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캐나다 형법 43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훈육을 위해 “합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합리적인 힘”의 사용은 짧고,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 부모는 10
대 청소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녀를 성추행 하거나
자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온타리오의 모든 성인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온타리오주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복지사가 아이들을 집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p.42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온타리오의 중요한 가치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쓰레기 투기란 도시나 지방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쓰레기를 길이나 바닥에 버리는 것을
말한다. 온타리오에 있는 대부분의 시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법이 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은 최소 $100에서 최대 $1,000 이상이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경찰에게
발각되면 경찰은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온타리오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Waste electronics, E-waste라고
불리는 전자폐기물에는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텔레비전 등이 있다.
전자폐기물은 독성을 지닌 값비싼 폐기물이다.
온타리오에서는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세를
낸다. 이 기금은 전자제품의 재활용이나 재생
비용으로 사용된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전자폐기물 수거함의 위치는
recycleyourelectronics.ca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가정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온타리오의 대부분의 가정은 블루박스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해서 신제품을 생산한다. 유리,
금속, 플라스틱과 폐지 등의 각종 폐기물을
블루박스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면 지역
청소부가 수거해간다.
일부 지자체는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커피
찌꺼기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린빈(Green Bin)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전환되어 공원과
농지의 토양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블루박스 신청이나 그린빈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에 할 수 있다.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나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웹사이트 www.mah.gov.
on.ca 또는 findlink.at/muniseroff에서
온타리오 지자체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오렌지 드롭(Orange Drop)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정 용품을 안전하게 폐기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해물질에는 페인트, 솔벤트,
부동액, 일회용 배터리, 가압 용기 및 빈 기름
용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재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가까운
폐기물 센터는 makethedrop.c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나 가스의 생산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적게 소비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Ministry of Energy 웹사이트 energy.
gov.on.ca 나 findlink.at/savinenerg 또는
Natural Resources Canada’s Office of
Energy Efficiency 웹사이트 oee.nrcan.
gc.ca에 나와있다.

생각해보기
블루박스는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무엇을
담는가?
내가 사는 시에 그린빈
프로그램이 있는가?
전자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은?

사람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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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계획
포괄성
온타리오 인권법에 따른 나의 권리와 의무 이해하기

환경보호
내가 사는 시에서 블루박스 받기

가까운 곳에 있는 전자폐기물 수거함 위치 파악하기

내가 사는 시에 그린빈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기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 알아보기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완료일

정보출처
과제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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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정보집

완료일

BAIMIN (BEN) XIA
BROKER

416.838.6300

bxia@boyahomes.com
FENG WANG
SALES REPRESENTATIVE

647.989.2342

feng@boyahomes.com

BOYAHOMES.COM
All statements made within and photographs included are deemed accurate at time of printing but are not guaranteed. Not intended to solicit sellers or buyers currently
under written contract with another agent. Brochure designed by Boyahomes. 2021.

ORIENTATION TO ONTARIO
‘온타리오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orientationontario.ca
영어 및 불어 안내 콜센터
1-855-626-0002 또는 O2O@costi.org
.

KCWA 노스욕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ON M2N 6C6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N7

416-340-1234 / kcwa@kcwa.net / www.kcw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