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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오세요

캐나다 BC 주로 오세요

비자 지원 센터

여러분이 이곳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창업, 공부, 취업
중 어느 것이든, 가족과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서울에 두 군데의 비자 지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학 허가증, 방문 비자, 취업
허가증 신청을 받습니다. 비자 지원 센터 직원은
• 질문에 한국어로 답하고 신청서가 빠짐없이
작성됐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영주권자나 임시 근로자, 국제 학생의
자격으로 BC 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경로를 선택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영위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도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BC 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 BC 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 BC 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BC 주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 BC 주에서 살 곳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 BC 주 제공 서비스를 찾고 싶습니다

• 신청 서류와 여권을 비자 사무소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여권과 결정 서류를 안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 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신청서용 사진과 사본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학 및 취업 허가증, 방문 비자 온라인 신청용

캐나다에 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한국 국민은 캐나다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로 오세요’ 웹사이트에는 캐나다에 영주권자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국제 학생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소재 비자 지원 센터

• 캐나다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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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시면 WelcomeB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웹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국 국민은 캐나다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HelloBC
를 방문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이 공식 관광
안내 웹사이트에는 각종 정보와 유용한 도구가 있어 BC
주에서 완벽한 휴일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HelloBC

•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도움이 되는 링크
• Hello BC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캐나다 방문하기
• 캐나다로 오세요
• 한국인을 위한 이민 정보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방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캐나다의 서부 연안, 로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야외
모험 활동, 흥미진진한 도시들, 휴양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10배이지만,
BC 주의 면적은 한국의 10배입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광활한 태평양의 장관, 걸프 아일랜드의 매력적인
마을들, 역동적인 도시 밴쿠버, BC 주 북부 원근 각지의
삼림, 험준한 로키 산맥 등 지형과 관광 명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신나는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운 날씨에는
스키, 스노보드, 개썰매 등의 스포츠를, 온화한 날씨에는
하이킹, 산악자전거, 골프, 보트, 고래 구경 등을
즐깁니다.
밴쿠버는 독특하게 삼림 지대의 언저리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2백여만 명의 인구 중 다수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인구와 다문화
전통은 밴쿠버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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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공부하세요

배우고 생활하는 장소로
왜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선택할까요?
캐나다 서쪽 끝에 있는 우리 주로 오셔서 세계 수준의
교육과 생활을 체험하십시오.
여기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해마다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BC 주 대학들은 현재 캐나다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이며, BC 주의 고도로 통합된 교육
제도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교육으로 국제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십만여 명의 학생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와서
전 학년에 걸쳐 공부합니다. 이들 중 학업을 마치고
계속 머물기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양질의 교육에 투자하여
BC 주가 국제 학생들의 당연한 선택이 되게
하겠다고 확약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유학생을 환영하는 공부하기
좋은 곳입니다. 경제는 활력이 있으며, 인구는 젊고
다양합니다.

• 지리적 다양성을 띤 BC 주 전 지역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중소 도시들은 세계 수준의 생활
기회와 신나는 배움의 기회 그리고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문화적 다양성과 안전에 대한
명성덕분에 국제 학생들이 즐겨 선택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인구는 다양하고 다문화적이며,
한인 사회도 크게 형성되어 있어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지입니다.

• 한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유학생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전체 국제
학생의 10% 이상이 한국 출신입니다.

•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한국 출신 유학생의 거의
절반이 이곳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었습니다.

• BC 주만의 교육 품질 보증(Education Quality
Assurance) 브랜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고품질
교육 기관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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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배우세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교육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C 주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BC 주에 와서 다음 과정을 배웁니다.

1. 유치원~12학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12학년
과정을 다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상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으며,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포괄적인
학점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덕분에 수강생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 기관 간, 과정 간, 지역 간에
유연하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종합 대학, 단과 대학,
기술 대학 알아보기

3. ESL 과정
브리티시 컬럼비아 생활을 익히는 중에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거나 자녀를 BC 주로 보내 환대하는
분위기 가운데 영어를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ESL
과정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제공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ESL 과정 알아보기

• 유치원~12학년 과정 알아보기

2. 대학 교육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대학 교육 기관들은 단기
과정에서 학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보건, 경영, 공학에서 예술, 사회 과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전문 분야와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래에 필요한 자격증 수여 과정을 제공합니다.

• 학사 학위 과정
• 석사 및 박사급 대학원 과정
• 직업 교육 과정
• 취업 및 전문 기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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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사세요

도움이 되는 링크
• LearnLiveBC
• 교육 계획 도우미

UN 인간 개발 지수 순위에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 BC 교육 품질 보증(EQA)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하여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사회,
온화한 기후, 깨끗한 환경은 BC 주가 생활 수준이
높으며, 전 세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지라는
뜻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절하며 우호적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정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활력 있는 사회가 국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캐나다에 올 수 있는 자격 알아보기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 알아보기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체험하세요
무성한 우림, 맑고 깨끗한 호수, 연근해, 눈 덮인 산맥.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
중의 하나입니다. 하이킹, 스키, 스노보드, 카약, 수영,
자전거, 골프를 막론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거주지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이
무궁무진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학생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형태는 홈스테이와 교내
기숙사에서 학교 주변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홈스테이 프로그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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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유치원~12학년 교육
유치원~12학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의하면, 2012년에
BC 주의 만 15세 학생들은 수학, 과학, 읽기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12학년
과정을 다닙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약 1,600
개의 공립 학교와 350개의 사립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학교는 특정 종교나 문화, 철학, 교육 이념이 반영된
과정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에게 공립 학교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졸업
증서(또는 도그우드 졸업장)를 받습니다. 이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전 세계 고등 교육 기관들이
받아줍니다.

› 2012년 BC 주 학생 순위
› 보고서 보기
• 2011년, 4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같은 학년
수준에서 세계 최고권이었습니다. 국제 읽기 능력
평가(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PIRLS)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점수는 캐나다
최고였습니다.

•

› 2011년 BC 주 학생 순위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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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12학년 과정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에게 융통성 있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졸업 증서(또는 도그우드
졸업장)
•
• ESL/집중 영어 학습(English Language Learner) 과정
•
• 다양한 단기 또는 장기 과정
•
공립 학교와 과정은 학군별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과정을 찾으시려면 공립 학교 학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립 학교는 직접 연락하여
원하는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시, 신청 안내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서류가 정본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유학 허가증 신청
이민 업무 대행자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
선정하십시오.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대행자 또는 컨설턴트 이용에 관한 중요 정보, 요령,
도움말 등이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대행자 이용하기

도움이 되는 링크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자격 판정

• 교육부: BC 주 학군 연락처

• Live/Learn BC.ca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사립 학교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일상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단기 및 장기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군도
많습니다.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유학 신청
자녀가 BC 주에서 유학할 자격이 있으면 거주 희망
지역의 교육청이나 사립 학교에 연락하여 국제 학생
과정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자녀의 학교 입학이
허용되면 유학 허가증(study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BC 주 학군 연락처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할 계획인 모든 학생은
반드시 유학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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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영어를 배우세요
한국과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러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옵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ESL 전문 교사들과
공부합니다. ESL 프로그램은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대학 등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영어 학습의 최적지입니다. BC
주는 아시아와 직항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국과
접하고 있어 공부도 하고 북미를 경험하기에 좋은
근거지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아시아
학생이 이미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민 업무 대행자 이용하기
유학 허가증 신청을 위해 꼭 이민 업무 대행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행자를
선정하시려면,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C)는 변호사
또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정회원 같이 승인된
대행자와만 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CIC
웹사이트에는 이민 업무 대행자 선정 및 이민 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가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컨설턴트 이용하기
• 대행자가 이민 업무를 대행하고 조언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ESL 과정 선택하기
교육 계획 도우미(Education Planner)와 랭귀지 캐나다
(Languages Canada) 웹사이트는 BC 전역의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 과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계획 도우미
• 랭귀지 캐나다

유학 허가증과 비자 취득
한국 국민은 캐나다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유학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허가증과 비자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캐나다로 오세요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자격 판정 - 캐나다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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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영어를 말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홈스테이를 구하면 영어를
연습하고 BC 주 생활을 더 많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홈스테이 가정 찾는
방법 알아보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대학 교육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덕분에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학지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과 2013년 빅토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는 매클레인(Maclean) 지의 캐나다 대학 종합
순위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BC 주 장기 체류 신청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WelcomeBC 웹사이트에서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WelcomeBC: 체류 기간 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품질 교육(EQA)
인증 마크
EQA는 주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 보증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고 학생을 소비자로서 보호하는
대학 기관을 지정하는 품질 보증 표시입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EQA는 품질의 상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표준 BC 인증 마크입니다.
•

EQA 알아보기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11

유학 신청
BC 주에서 살며 배우기로 한 국제 학생들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BC 주 교육 기관 선택
BC 주의 대학 교육 기관들은 단기 과정에서 4년제 학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과정을 포함합니다.

교육 계획 도우미 웹사이트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종합 대학, 단과 대학, 기술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학
과정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 추천합니다.

• LearnLiveBC
• 교육 계획 도우미
국제 학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십시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도착 전 준비

• ESL
• 취업/기술직 과정
• 과학 기술 및 전문 기술 과정
• 학위 과정
• 석사 및 박사급 대학원 과정
LearnLiveBC 웹사이트는 수강생의 필요를 충족할 공립
대학 교육 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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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허가증과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업료 납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학교에 입학이 허용된 후
유학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유학 허가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수업료,
생활비, 귀국 여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필요 금액은 어디서 살며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유학 허가증 신청을 위해 꼭 이민 업무 대행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민 업무
대행자를 선정하시려면,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C)는
변호사 또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CSIC) 정회원
같이 승인된 대행자와만 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CIC 웹사이트에는 이민 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 기관은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정하므로 수강
비용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대학이 국제 학생
사무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대학의 입학 관리과나 교무과에 직접 연락하여 수업료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 기관 알아보기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컨설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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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학생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형태는 홈스테이에서 교내
기숙사, 학교 주변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학생은 학교의 국제 교육 사무소에 연락하면
홈스테이 기회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주선하지 않는 대학은 홈스테이 알선 기관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 국제 교육 사무소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하면 주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BC 주 생활을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일정 비용을
받고 가구 딸린 방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홈스테이
숙소는 검사를 받으며, 가족 구성원은 학생의 학교나
홈스테이 기관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BC 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특히
부모가 동반 체류하지 않으면 홈스테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가 다닐 공립 학교의 교육청이나
사립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이나 밖의 거주지
캠퍼스에서 사는 것은 새 친구를 사귀고 캠퍼스 문화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교내 기숙사 입주를
알려보려면 학교의 국제 학생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국제 교육 사무소
학교 밖 인근 지역에서도 거주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인근 거주지

• 교육청
• 사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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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 일하기
재학 중 취업
재학 중 및/또는 졸업 후 일을 하면 캐나다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거주지에 친숙해지며, 여분의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이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기
• LearnLiveBC: BC 주에서 일하기
• 학생 취업 허가증 취득

졸업 후 취업
학업을 마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머물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증 취득 프로그램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따라 졸업 후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 학생은 최대 3년까지 취업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취업 허가증 취득 프로그램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생활하기
BC 주에 정착하시는 경우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살기
• WelcomeBC

영어 실력 향상
이곳에 정착해 살기로 하는 분은 자녀와 함께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BC 교육 품질 보증(EQA)
• WelcomeBC: BC 주에서 공부하기 - 대학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캐나다 유학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졸업 후 영주권자 되기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BC PNP 대학 유학 졸업자 이민
• BC PNP 대학원 유학 졸업자 이민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은 연방 정부의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Canadian Experience Class)
범주로 BC 주에 체류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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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세요

캐나다 BC 주에서 일하기
BC 주로 이주하여 일하기

일자리와 현지 경제 정보 등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려면 이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현황
부분을 보십시오.

• 거주지 현황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일하러 오려고 신청하시기 전에
시간을 내어 현지 취업 시장을 알아보십시오.

WelcomeBC 웹사이트에는 200여 직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직종별, 직업별 개요 및 예상 급여, 현지
취업 시 면허 또는 자격증 필요 여부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WelcomeBC 직종 소개

이민 프로그램
일하러 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이
중 어느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 캐나다 이민 자격 판정 도구

자신의 직업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규제 대상인지
및 자격 심사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WelcomeBC - 외국 자격 인정
• BC 주 규제 당국(PDF)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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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으로 영구 이주하세요
다음은 BC 주로 정착 이주하여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 정보입니다.

BC 주에서 대학에 다닐 예정인가요? 졸업 후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대학 유학 졸업자 이민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BC PNP)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보건, 재무, 기술, 관광, 마케팅, 영업,
과학 기술, 과학 분야의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BC PNP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다음 두 계열 중 하나로

• 대학원 유학 졸업자 이민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이 자신과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이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elcomeBC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WelcomeBC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숙련직 이민
이 범주는 BC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기술, 경력, 자격을
보유하고 BC 주에서 상근직을 제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숙련직 이민
2. 사업 이민
이 범주는 BC 주에서 투자하고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 이민

새 이민자 안내서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Newcomers’ Guide)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착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영어 및 다른 언어로 안내서 보기
WelcomeBC YouTube 채널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 WelcomeBC YouTub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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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으로 임시 이주하세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자리 찾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살펴보고 싶거나,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거나, 현지에서 소중한 경력을
쌓고 싶은 분은 방문이나 유학 중 임시직을
가지셔도 됩니다.

구직은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일부 정보입니다.

다음은 임시 취업자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입니다.

•
•
•
•
•

WorkBC
BC 주에서 일할 계획 세우기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 세우기
WelcomeBC: BC 주에서 일하기
WorkBC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해마다 BC 주 고용주들은 수천 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승인된
BC 주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elcomeBC: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알아보기

국제 학생을 위한 취업 허가증
학생의 경우 BC 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내외에서 취업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경력을 쌓고 직무
훈련을 받으면 실무 교육 보완에 도움이 됩니다. 영어
실습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Newcomers’ Guide)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착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 안내서 보기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 WelcomeBC: 학생을 위한 취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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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있습니다.

해마다 BC 주 고용주들은 수천 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승인된
BC 주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elcomeBC: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조건에 직장 소재지, 근로 가능 고용주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근로자이자 임시 거주자로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을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똑같은 보호를 받고 이 같은 보호를 보장하는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WelcomeBC: 새 이주자의 인권(PDF)
취업하면서 노동조합에 속하게 되는 사람은 노조
대표에게 연락하여 노조가 제공하는 보호와 노조원의
권리 및 책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
주에서
권리에
대하여

BC 주 근로자로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으로 보호됩니다.
고용 기준국(ESB)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과 같이 직장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은 ESB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
•
•
•
•

근로 시간과 초과 근무
휴가 또는 법정 공휴일
수급권
임금
임금 공제
고용 해지

ESB는 여러 언어로 전화나 직접 대면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일부 웹사이트 정보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고용 기준국

소개하는 기관들도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BC
살며 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연락하십시오.

이 기관들은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을 돕듯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WelcomeBC도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WelcomeBC

아시나요?
• 고용주는 계약 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 취업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고용주를 위하여 더는 일하지
않는다 해도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약을
완수하지 않았어도 귀국 항공료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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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afeBC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WorkSafeBC(BC 근로자 재해 보상 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B.C.)는 노사와 협력하여 업무
중 부상을 예방합니다. 이 기관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돕는 일도 합니다. WorkSafeBC 웹사이트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 WorksafeBC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안내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Newcomers’ Guide)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착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 안내서 보기

BC 인권 연합회(B.C. Human Rights Coalition)
와 BC 인권 재판소(B.C. Human Rights
Tribunal)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캐나다에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이 법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인권법(Human Rights Code)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차별, 고용, 주택, 공공 서비스 이용 등을 다룹니다.
차별 문제로 조언이 필요하시면 BC 인권 연합회에
연락하십시오. 정식으로 제소하려면 BC 인권 재판소에
연락하십시오.

• BC 인권 연합회
• BC 인권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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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사업하세요

BC 주에서 사업하세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사업하기
BC 주는 세계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들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바로 북쪽, 태평양 연안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아시아와
북미 시장의 관문입니다.

BC 주의 다양한 산업 부문이 제공하는 사업상의 이점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투자하기
BC 주는 세계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들
중의 하나입니다.

• 무디스(Moody’s)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확인했습니다.
• BC 주는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가장 빠른
운송 관문입니다.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 BC 주의 세금은 북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청정 에너지 같은 우선순위 경제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고학력, 고숙련, 고생산성, 다문화 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BC 주 인력의 절반 이상이 지식 기반
산업이나 무역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BC 주 인력의 5명 중 3명은 만 44세 미만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 밴쿠버 공항은 북미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분주한 운송 관문입니다.

› 밴쿠버 항은 캐나다 최대의 항구로, 북미의
대부분 주요 시장과 단시간에 연결되어 운송
효율이 높습니다.

› 프린스 루퍼트 항만 공단(Prince Rupert Port
Authority)은 아시아와 북미 시장 간 가장 빠른
해상 운송 노선을 제공합니다.

› 운송망은 계속 확장 및 개발될 것입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고학력, 고훈련 인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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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사업 인센티브를 활용하십시오.
• BC 주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 부문에

• 캐나다와 한국은 최근 역사적인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여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걸쳐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BC 사업체는 상당한 연구 개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C 주의 강점은 저렴한 사업 비용과 높은 생활의
질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한국은 견고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서울에 무역 투자 대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 서울 소재 무역 투자 대표 사무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사업하는 이점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상 무역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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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투자자를 환영합니다.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BC PNP)은 경력과 자금이
있는 기업인이 BC 주로 이주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 이민 범주,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

도움이 되는 링크
• BC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BC PNP)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무역 투자 대표 사무소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안내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에도 사업과 투자를 도울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인 무역 투자 대표 사무소가
있습니다.

• 서울 소재 무역 투자 대표 사무소에 연락하기
투자자, 기업인, 자영업자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투자자, 기업인 및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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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 BC 주에서 거주지를 알아보세요

캐나다 BC 주에서 거주지를
알아보세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면적이 넓은 주로, 한국의 10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마다 매우 달라 원하는
종류의 거주지 선택권이 아주 다양합니다.

• BC 주는 거대 지역 사회와 군소 지역 사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는 인구가 2백만
명이 넘지만, BC 주 대부분 지역 사회는 10,000명도
안됩니다.

• 섬이나 해변, 호숫가, 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여가 활동과 야외 스포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트와 카약 타기는
빅토리아, 메트로 밴쿠버, 선샤인 코스트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스키는 메트로 밴쿠버, 내륙,
쿠트니(Kootenay) 지역 근처 산악에서 즐깁니다.
하이킹, 자전거, 낚시는 주 전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대부분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덥지만, BC 남서부는 연중 온화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빅토리아, 나나이모,
걸프 아일랜드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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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는 거주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새 이민자 안내서(BC 전체)는 밴쿠버와 주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석유와 가스 산업은 BC 주 북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 쿠트니 지역은 정규직 일자리가 BC 주에서 가장
적은 곳입니다.

› 2011년 BC 주 메인랜드/남서부의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분야 및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주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생활비
한국과 비교하여 BC 주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십시오.

• 생활비 계산기

도움이 되는 링크

WelcomeBC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새 생활을

• WelcomeBC

준비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소개

거주지 선택하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여덟 개 지역을 알아보십시오.
이 페이지들에는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종류, 고용
통계, 2020년까지의 노동 시장 전망에 관한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BC 주의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는 대학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에 관하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통계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Newcomers’ Guide)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착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 안내서 보기
• 새 이민자 안내서(지역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특정 시와 타운을
알아보십시오.

• 커뮤니티 스냅샷은 주 전역 12개 지역 사회의
경제 기회, 직업 수요, 주요 고용주 등에 관한 개요
정보입니다.

• 새 이민자 안내서(지역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 여러 지역 사회의 의료, 교육, 복지, 여가,
지역 사회 제공 기회, 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와
연락처를 알려주는 종합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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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제공 서비스를
찾으세요

BC 주 제공 서비스 찾기

밴쿠버 국제 공항(YV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가 하면 도착해 살면서
마주치는 질문도 있습니다.

밴쿠버 국제 공항(YVR)을 통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오는 새 이주자가 많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 및
세관 구역에서 새 이민자 지원 지역 사회 공항 네트워크
(Community Airport Newcomers Network, CANN)를
찾으십시오. 이들은 20여 언어로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CANN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캐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WelcomeBC에도 필요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원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확인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착하십시오.

• 웰컴 투 캐나다(Welcome to Canada) 안내서

도착 전에 밴쿠버 국제 공항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터미널 지도와 출입국 서비스, 공항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교통편 등의 정보를 YVR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 새 이민자 지원 지역 사회 공항 네트워크
(CANN)
• 밴쿠버 국제 공항(Y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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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현지 정착에 관하여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수록한 안내서들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들에는 BC 주 및 여러 개별 지역 사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을 비롯한 정보는 본인과 가족의 정착에
유용합니다.

• 집 구하는 방법
• 캐나다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사회 보험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신청 방법

본인과 가족을 위하여 정보를 구하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처음 도착 시 하셔야 할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가 정착
서비스 기관인 이민자 봉사 단체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관에는 통역사와 번역사, 정착 서비스
담당자가 있어 주택, 직장, 영어 강좌 찾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류를 번역하거나 이민 관련 문제
해결도 도울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 있는 정착 서비스 기관 찾기

• 의료 서비스 플랜(Medical Services Plan, MSP)에
등록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도움이 되는 링크
• WelcomeBC: BC 주에서의 생활

• 은행 계좌 개설 방법

• WelcomeBC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BC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

• 한국인을 위한 비자 및 이민 정보 안내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 – 유용한 정보 및 서비스 소개를
내려받으십시오.

•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BC 전체), 한국어
•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지역별), 영어

다음 웹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생활과
취업에 관한 비디오를 보십시오: WelcomeBC 새

이민자 안내 Youtube 채널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 – 유용한 정보 및 서비스 소개
•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BC 전체), 한국어
• BC 주 새 이민자 안내서(지역별), 영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유용한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 WelcomeBC YouTub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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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도착 후 처음 며칠

도착 후 처음 며칠 점검 목록
• 거주지의 이민자 봉사 단체 정착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거주 지역, 일자리, 집 구하기, 영어
공부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봉사 단체 직원들은 서비스 신청서 작성과 등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착 서비스는 대개 다수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이민자 봉사 단체를
찾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캐나다

• BC 운전면허증 신청
• 영어반 등록
•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에 캐나다 내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웹사이트: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시민권 이민부
• 사회 보험 번호(SIN) 신청
• 의료 서비스 플랜(MSP) 등록. 등록 후 최대 3
개월간은 MSP 혜택이 없습니다. 이 기간은 민영
의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 집 구하기. 주택과 재산 보호 보험 구매
•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캐나다 비과세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신청
• 자녀를 학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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