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임시 외국인  

취업자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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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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취업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에는 

저숙련 직종(Low-Skills Occupation)  
참여자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는 저숙련 임시 취업자는 

영주 비자를 신청하거나 인도주의와  

온정주의에 기대어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BC주에서는 엄선된 임시 취업자가 연방 

정부의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

(Canadian Experience Class)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길은  

후보자의 캐나다 이민 자격을 점수로  

결정하는 제도인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ederally Skilled Worker 
Program)입니다. 주정부 지명자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도 

있습니다. 이것은 BC주가 특정 산업에서 

고용주의 경제적 및 인력 수요적 필요를 

기준으로 유자격 이민자를 지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 

제도는 TFW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영주권을 받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BC주의 한  

해 지명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BC 주정부의 지명 계획은 
3,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 

영주 비자 취득을 고려하는 저숙련 직종의 

임시 외국인 취업자는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 BC 주정부 지명자 이민 프로그램,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요건을 

숙지하여 해당 시점에 맞춰 필요 요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훨씬 전에 MOSAIC 같은 비영리 단체나 이

주 근로자 지원 단체를 찾아가 자신의  

경우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PNP의 상위 5% 고용 부문은 접객,  
보건, 기능직, 과학기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축적한 캐나다 근무 

경력, 특정 직종에서의 숙련도, 언어 실력, 
고용 제안 확보 등은 캐나다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 관광/접객, 식품 가공, 장거리 트럭 운전 분야 등의 선정 

직종만 해당. 프로젝트는 2011년 8월 31일 종료. 

임시 취업 허가(Temporary 
Work Permit)(TWP) 및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TRV) 소지자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CEC) 

BC 주정부 
지명자 이민 
프로그램(BC 

PNP)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제안 

확보 

영주 
비자(PRV)  

캐나다 시민권  

BC PNP의 
초급(Entry-

level) 및 
반숙련 

(Semi-Skilled) 
시범 

프로젝트*  

자세한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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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IC 
1720 Gran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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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