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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LAR 마감일까지 3개월 미만 남았습니다 

 

2017년 4월 6일 

 

 

CTCMPAO 회원 혹은 주주분들께: 

 

이 특별 게시글은 이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2017년 7월 1일 까지 사전 학습 평가 

프로세스 (PLAR)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통지하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의 CTCMPAO 회원이거나 이전 교육에 참석하고 PLAR 를 완료 후 일반 교육으로 

이전 하신 분이라면, 이 메시지를 삭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알림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통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PLAR 과정은 이전 교육에 참석하신 회원분들을 위한 역량 기반 평가 도구입니다. 이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초보자 수준의 경험과 학습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CTCMPAO 대신 PLAR 과정을 관리하는 제 3 자 전문 

테스트과정을 통해 PLAR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으로 이전되기를 원하시는 이전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2017년 7월 1 일까지 

PLAR 을 완료 해야 합니다. 또한 온타리오 지역의 전통 동양 의사로서/혹은 침술사로 

지속적으로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일반 교육으로 이전하는 것을 2017 년 11 월 1 일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모든 이전 교육 증명서는 2018년 4월 1일에 만료되며, 이 이후에는 온타리오 주에서 시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LAR 등록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대학 웹사이트 

http://www.ctcmpao.on.ca/member/plar/ 로 방문하여 주세요. 

 

대학으로 다음 방법을 통해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416.238.7359 

수신자 부담 전화 (온타리오 내): 1.866.624.8483 

이메일 주소: plar@ctcmpao.on.ca 

http://www.ctcmpao.on.ca/member/plar/
mailto:plar@ctcmpao.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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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LAR을 완료해야 하는 날짜는 언제 인가요? 

 

이전 교육생 분들께서는 2017년 7월 1일까지 PLAR 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PLAR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신청해야 (혹은 최대한 빨리) 합니다.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추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 테스트는 모든 평가를 완료하는데 6~8 주 정도 소요됩니다.  

 

PLAR를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PLAR 를 완료하지 않고는, 일반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전 인증서는 

2018년 4월 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더 이상 동양 의학을 시술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고, 전통 동양 의사 및/혹은 침술사로 그리고 R. TCMP 및/혹은 R.Ac 로 지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교육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전 교육생 분들께서는 이전 신청서를 대학에 2017 년 11 월 1 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PLAR을 등록하고 완료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PLAR 을 7 월 1 일 마감 기간에 완료하셨다면, 신청서는 결과가 대학에 도착할 때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2017 년 11 월 1 일 까지 일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7 월 1 일 전에 PLAR 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http://www.ctcmpao.on.ca/frequently-asked-questions/#plar-collapseTh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