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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소개소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직업 소개소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면허 직업 소개소는 

직원 모집에 대한 대가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료 무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직업 찾기, 직업에 관한 

정보 얻기, 고용주와 연결, 피고용 등에 있어 

받는 도움에 대해 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는 대가로 그 

직원에게 돈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직업 소개소는 다음에 대한 대가로 

구직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고용주에게 구직 신청서 제출 

• 구직자에게 고용주 알선 또는 

•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 
 

직업 소개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면허 
직업 소개소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직업 소개소는 부장(Director)에게 

신청비 $100.00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부 지점 사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이전에 해당 직업 소개소는 

고용주와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장은 이전에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는 신청자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장은 해당 직업 소개소가 다음과 같이 행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면허 신청서에 허위나 오도하는 진술을 함 

• 고용기준법이나 규정을 위반함 

• 고용주와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데 

실패함 

• 직업 소개소가 가정 고용인을 배정한 

고용주에게 그 고용주가 해당 가정 

고용인을 반드시 고용 기준 사업부에 

등록해야 함을 알리지 않음. 

http://www.gov.bc.ca/Employment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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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gencies - Korean 

 

기타 서비스에 대한 청구 
직업 소개소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력서 작성이나 인터뷰 준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소개소는 이 기타 서비스를 직업 배정의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직업 소개소는 직업 배정의 조건으로 이민 

보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환급 
직업을 찾는 사람에게 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어 고용기준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유지관리 
직업 소개소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반드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받은 각 고용주 

•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안내된 모든 

사람 

• 직원을 찾는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 

 

 

이러한 기록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직업 소개소의 주 

사업장소에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 
고용주, 직업 소개소, 직업을 찾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직업이나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소개소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돈을 내어 어떤 형식의 광고를 

하도록 직업을 찾는 사람에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