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취업자의  

권리와  

고용 기준 

 
이 프로젝트에서는 워크숍, 법률 

교육 자료,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자주 묻는 질문 안내지, 언론 취재 

등을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시 외국인 취업자뿐 아니라  

BC주의 일선 복지사, 정착  

서비스 담당자, 지역사회 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 임시 외국인 취업자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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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WER.ED 
BC주에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시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아웃리치  

서비스 

IM.POWER.ED 

BC주에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시  

외국인 취업자들에게 법률 교육, 정보 및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주도 기관: MO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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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of Prince George)(IMSS)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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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문의 

IM.POWER.ED 
BC주 임시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MOSAIC 
1720 Grant Street,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 254 9626 
팩스: 604 254 3932 

 
www.mosaicbc.com/settlement-services/

legalfinancial/impowered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해고 전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돈(해고 급여라 함)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예: 심각한 비행,  
무단 결근 등)로 해고할 때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하여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만료 시 고용주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통지 규칙은 주와 준주마다 다릅니다. 

고용주가 해고 시 법을 따르지 않으면  

종업원은 그 지역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ES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계약으로 보호를 받으면 노조를  

통해 정식 이의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EI) 프로그램은 TFW 및 질병,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롯한 실직 근로자들에게 임시 재정  

보조(일정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망  

위험이 큰 중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돕는 근로자들도 보조합니다. 

일정 급여와 질병 급여는 대개 근로자가  

캐나다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간병 급여는 근로자가 

캐나다 밖에 있어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임시 외국인 취업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똑 같은 수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기준국(ESB)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SB는 미결 임금 관련 분쟁이나 기타  

직장 문제 해결 시도의 첫 단계로 ESB의 
“자력 구제” 이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 또는 고용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ESB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6개월 기간이 끝나기 
30일 이내이면 ESB에 이의를 신청한 다음 

자력 구제 키트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력 구제 키트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고용기준국 웹 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labour.gov.bc.ca/esb/self-help/
welcome.htm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BC주 사무소 위치 

확인: 

www.servicecanada.gc.ca/eng/online/
mysca.shtml 

또는 1 800 206 7218로 문의하십시오. 

 

 

 

MOSAIC의 IM.POWER.ED는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EI 신청 또는 

그 외 근로자의 권리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거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고용 보험(EI)을 받을 수 있나요? 

EI는 자기 과실이 아닌 이유(예: 일감 부족 또는 

대량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실직 기간 

중 일정 급여를 제공합니다. 임시 외국인  

취업자는 EI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HRSDC에서 수혜자격을 확인하십시오. 
www.hrsdc.gc.ca/eng/workplaceskills/
foreign_workers/ei_tfw/ceie_tfw.shtml  

또는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또는 1 800 206 7218로 문의하십시오. 

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ROE)

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ROE와 캐나다 연금 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또는 노령(Old Age) 보장 연금) 납부금 및 
EI 급여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servicecanada.gc.ca/eng/online/
mysca.shtml 

자신의 파일을 보려면 계정(전자 패스: e-pass)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 ID와 암호를 만들고 

사회 보험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입력하십시오. 

아니면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ROE 발급이나 EI 신청과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