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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국인 취업자(TFW)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MOSAIC의 IM.POWER.ED에서 BC주의 모든  
TFW에게 무료 법률 정보, 교육,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연락처는 604 254 9626입니다. 

IM.POWER.ED는 TFW를 위한 안전한 무료 자유  

방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OSAIC 1층에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에 개방합니다. 
1720 Grant St. (Commercial Drive 교차 지점) 

Vancouver, BC V5L 2Y7 

BC주의 TFW는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루는  

법률 분야는 이민, 고용 기준, 소득 보조,  
장애 등입니다. 예약: 화요일과 목요일,  

장소 1720 Grant St., Vancouver 
전화: 604 254 9626* 

 

*전화 법률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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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TFW의 법적  

권리와 의무: 

이민과 취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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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임시 외국인 취업자(TFW) 

자주 묻는 질문(FAQ)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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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직종 시범 프로젝트(Low-Skills Occupations Pilot Project)에 

속하는 임시 외국인 취업자는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시 거주 비자 및 낮은 수준의 정식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전국 직업  

분류(NOC)에서 레벨 C와 D로 정의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BC주에 도착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영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TFW 취업 허가증에 명시된 본래 일자리와 고용주를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 계약을 연장하면 저숙련 취업자(Low-Skilled worker)로 비자와 취업 

허가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와 취업 

허가 만료 시점 또는 이전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현재, 임시 외국인 

취업자는 6년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캐나다에서 합법적 저숙련 TFW로  

재취업할 자격이 생깁니다. 
BC 주정부 지명자 이민 프로그램(BC Provincial Nominee Program)(BC PNP)의  

초급(Entry-level) 및 반숙련(Semi-Skilled) 시범 프로젝트는 일부 저숙련 
TFW가 영주권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어렵지만 아마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이 프로젝트로 BC PNP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BC주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9개월 연속 풀타임으로 일해온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 사람을 BC PNP 전략 직종(Strategic Occupa-
tion)(관광 및 접객, 장거리 트럭 운전, 식품 가공업 등) 중 하나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맺어 후원해야만 합니다. 
저숙련 TFW가 영어 실력이 달리고, 정식 취업 자격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전략 직종 중 하나에서 BC주 근무 경력을 합법적으로 쌓을  

가능성이 없으면 BC PNP로 영주 비자를 받을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TFW가 취업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숙련 TFW가 취업 허가 조건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직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시 방문 비자의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외국인 

취업자가 취업 허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면 외국인 취업자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캐나다에서 실직하는 저숙련 TFW는 본래 취업 허가  

조건이 성공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또한 변경될 때까지 캐나다에서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외국인 취업자 고용에 긍정적인 노동 시장 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LMO)를 받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저숙련 직종에서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고 긍정적  LMO가  

존재하는 직종으로 전직하려는 저숙련 TFW는 먼저 해당 취업 허가 취득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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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ROE)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EI)이나 노령(Old Age)(CPP) 보장 연금을  

신청하려면 ROE가 있어야 합니다. ROE, CPP 납부금, EI 등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rvicecanada.gc.ca/eng/online/mysca.shtml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파일을 보려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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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캐나

다 무료전화 1 800 O-Canada (1 800 622 6232)로 연락하여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묻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http://www.servicecanada. 
gc.ca/cgi-bin/hr-search.cgi?app=lst&pv=bc&ot=&ln=eng 

고용주가 나를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주는 저숙련 직종 TFW를 캐나다에서 추방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국 또는 추방 명령은 오직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담당관이나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IRB) 위원만 내릴 수 있습니다. CBSA는 이민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 집행의 일부로 법을 위반해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을 캐나다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다른 법적 절차에 관련돼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은 캐나다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특정 취업 허가 조건 위반 사실이 드러난 TFW는 출국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위반의 예로는 취업 허가증에 기재된 회사 이외의  

곳에서 일하거나 IRPA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고/하거나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어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BSA는 TFW가 합법적인 비자와 취업 허가를 소유한 채 캐나다  

국경에 도착해도 입국을 불허할 권한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IRPA 규정 미준수” 요인을 알아보십

시오. http://www.cic.gc.ca/english/visit/inadmissibility.asp 
CBSA 정보 안내 웹사이트에서 출국 또는 추방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http://www.cbsa-asfc.gc.ca/media/facts-faits/051-en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