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에서 새 삶 시작하기
신규이민자를 위한 가이드

내 전문분야에서 일하기
온타리오 주에 처음 오셨으므로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다음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온타리오 주의 전문직 관련 규정



전문직 종사 자격요건



학력 평가 절차



경력 지도(career map)와 연계 훈련 프로그램의 활용



신규이민자의 성공을 위한 온타리오 주의 지원

시작하기
온타리오 주의 전문직은 대부분 자율적입니다. 즉, 각 전문직 협회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회원을
등록합니다. 법의 규제를 받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이 ‘규제 전문직’의 대표적인 예가 의사와 변호사입니다.
‘비규제’ 또는 ‘자율’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기타 전문직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자율적인 전문직
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전문직
온타리오 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문직 규제 방법은 입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입법은 전문직을
규제하기 위한 전문직 기구를 설립합니다. 이 전문직 기구는 흔히 ‘협회(college)’라고 불립니다.
이를테면, 온타리오 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는 의료전문직을
규제합니다. 이 규제 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대중을 보호합니다.


영업 기준 설정



협회 등록 요건 설정



협회 등록 지원자의 자격 평가



협회 유자격 회원 등록



전문직 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등, 회원 통제

일반적인 규제 전문직 협회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 수료



면허를 가진 해당 분야 종사자의 감독 아래 근무한 실무 경력



면허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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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는 신규이민자의 온타리오 주 규제 전문직 취업을
돕기 위해 제정된 전문직취업형평법 2006(Fair Access to Regulated Professions Act 2006)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 해외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 및 자원 센터인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온타리오(Global Experience Ontario - GEO)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GEO 는 규제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이민자들에게 정보 제공 및 알선 서비스를 비롯, 여러 가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GEO 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이민(Ontario Immigration)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 에 들어가 ‘일하기(Working)’ 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규제 전문직 협회 등록
각 전문직 협회는 자체적으로 등록 요건을 정합니다. 이 요건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의 신분증명서



캐나다 거주증명서



최저 학력 요건



언어능력



전문직 영업 또는 취업 경력



바람직한 인격



시험 합격



등록비 납부

전문직 직함 사용
몇몇 전문직에서는 해당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문직에서는 해당 전문분야 종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해당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설계 등의 몇몇
전문직의 경우, 면허를 가진 영업자가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면허 없이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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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전문직 협회 등록
몇몇 전문직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자율적인 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 협회는 흔히
자격 인증 과정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해당 전문분야 취업에 중요합니다.

학력 평가받기
각 전문직마다 자체적인 학력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을 평가하여 온타리오 주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로 캐나다 세계교육서비스(World Education
Services Canada - WES)가 해외 취득 학력을 평가합니다. WES 의 웹사이트 www.wes.org/ca/를
방문해보십시오. 그러나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각 전문직 협회가 결정합니다. 어느 기관의
평가를 인정하는지, 먼저 해당 전문직 협회에 확인하십시오.

경력 지도 활용
경력 지도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에 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부가 전문직 협회들과
공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경력 지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문직 취업 자격요건



요구될 수 있는 시험



시험 및 등록 비용



해당 전문분야의 고용 기회

온타리오 이민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 의 ‘내 전문분야에서 일하기(Work in Your
Profession)’ 페이지에 여러 가지 경력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연계 훈련 활용
많은 온타리오 주 신규이민자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고등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계 훈련 프로그램은 이 고급 인력이 보다 빨리 100 여 종의 기술직 및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것입니다. 연계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돕습니다.


보유 기술 평가



기술 및 훈련 업그레이드



온타리오 주에서 실무 경력 쌓기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전문분야에 종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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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신규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을 확인 및 제거하고, 신규이민자가 보다 빨리 기술직
및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연계 훈련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이민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 에 들어가 ‘내 전문분야에서 일하기(Work in Your Profession)’
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추가 정보 안내
특정 전문직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은 온타리오 주의 여러 전문직 협회 명단입니다. 온타리오 이민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 에 들어가보면 온타리오 주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사
Ontario Association of Architects
전화: 416/565-2724
이메일: oaamail@oaa.on.ca
http://www.oaa.on.ca

청력학자 및 언어병리학자
College of 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of Ontario
전화: 416/975-5347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993-9459
이메일: caslpo@caslpo.com
http://www.caslpo.com

공인일반회계사(Certified General Accountant)
Certified General Accountants Association of Ontario
전화: 416/322-6520
이메일: info@cga-ontario.org
http://www.cga-ontario.org

공인관리회계사(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The Society of Management Accountants of Ontario
전화: 416/977-7741
이메일: info@CMA-Ontario.org
http://www.cma-ontar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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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Ontario
전화: 416/962-1841 무료전화(캐나다 및 미국): 1-800-387-0735
이메일: custserv@icao.on.ca
http://www.icao.on.ca

수족치료사
College of Chiropodists of Ontario
전화: 416/542-1333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77-232-7653
이메일: info@cocoo.on.ca
http://www.cocoo.on.ca

척추지압사
College of Chiropractors of Ontario
전화: 416/922-6355
이메일: cco.info@cco.on.ca
http://www.cco.on.ca

치과위생사
College of Dental Hygienists of Ontario
전화: 416/961-6234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268-2346
이메일: deputyregistrar@cdho.org
http://www.cdho.org

치과기공사
College of Dental Technologists of Ontario
전화: 416/438-5003 무료전화: 1-877-391-2386
이메일: info@cdto.ca
http://www.cdto.ca

치과의사
Royal College of Dental Surgeons of Ontario
전화: 416/961-6555 무료전화: 1-800-565-4591
이메일: info@rcdso.org
http://www.rcd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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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기공사
College of Denturists of Ontario
전화: 416/925-6331 무료전화: 1-888-236-4326
이메일: info@denturists-cdo.com
http://www.denturists-cdo.com

영양사
College of Dietitians of Ontario
전화: 416/598-1725 무료전화: 1-800-668-4990
이메일: information@cdo.on.ca
http://www.cdo.on.ca

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s Ontario
전화: 416/224-1100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339-3716
이메일: academics@peo.on.ca
http://www.peo.on.ca

엔지니어링 기술자
Ontario Association of Certified Engineering Technicians & Technologists (OACETT)
전화: 416/621-9621
이메일: info@oacett.org
http://www.oacett.org

삼림관리사
Ontario Professional Foresters Association
전화: (705) 436-2226
이메일: opfa@opfa.com
Website: http://www.opfa.on.ca

장의사
Board of Funeral Services
전화: 416/979-5450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387-4458
이메일: info@funeralboard.com
http://www.funeralbo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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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자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scientists of Ontario
전화: 416-203-2746
이메일: info@apgo.net
http://www.apgo.net

보험중개사
Registered Insurance Brokers of Ontario
전화: 416/365-1900 무료전화: 1-800-265-3097
이메일: vivian@ribo.com
http://www.ribo.com

측량사
Association of Ontario Land Surveyors
전화: 416/491-9020 무료전화: 1-800-268-0718
이메일: admin@aols.org
http://www.aols.org

변호사
Law Society of Upper Canada
전화: 416/947-3300 무료전화: 1-800-668-7380
이메일: lawsociety@lsuc.on.ca
http://www.lsuc.on.ca

마사지요법사
College of Massage Therapists of Ontario
전화: 416/489-2626 무료전화: 1-800-465-1933
이메일: cmto@cmto.com
http://www.cmto.com

의료실험실 기술자
College of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of Ontario
전화: 416/861-9605 무료전화: 1-800-323-9672
이메일: mail@cmlto.com
http://www.cml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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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기술자
College of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of Ontario
전화: 416/975-4353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563-5847
이메일: info@cmrto.org
http://www.cmrto.org

조산원
College of Midwives of Ontario
전화: (416) 327-0874
이메일: admin@cmo.on.ca
http://www.cmo.on.ca

자연요법사
Board of Directors of Drugless Therapy-Naturopathy
전화: (416) 866-8383
이메일: office@bddth.on.ca
www.boardofnaturopathicmedicine.on.ca

간호사
College of Nurses of Ontario
전화: 416/928-0900 무료전화: 1-800-387-5526
이메일: cno@cnomail.org
http://www.cno.org

직업치료사
College of Occupational Therapists of Ontario
전화: 416/214-1177 무료전화(북미): 1-800-890-6570
이메일: info@coto.org
http://www.coto.org

안경사
College of Opticians of Ontario
전화: 416/368-3616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00-990-9793
이메일: info@coptont.org
http://www.copto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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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
College of Optometrists of Ontario
전화: 416/962-4071 무료전화(온타리오 주): 1-888-825-2554
이메일: registration@collegeoptom.on.ca
http://www.collegeoptom.on.ca

물리치료사
College of Physiotherapists of Ontario
전화: 416/591-3828 무료전화(캐나다 및 미국): 1-800-583-5885
이메일: info@collegept.org
http://www.collegept.org

약사
Council of the Ontario College of Pharmacists
전화: 416-962-4861
이메일: dcroteau@ocpharma.com
http://www.ocpinfo.com

의사(내과/외과)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전화: (416) 967-2603 무료전화: 1-800-268-7096
이메일: feedback@cpso.on.ca
http://www.cpso.on.ca

심리학자
College of Psychologists of Ontario
전화: (416) 961-8817 무료전화: 1-800-489-8388
이메일: cpo@cpo.on.ca
http://www.cpo.on.ca

부동산중개사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전화: (416) 207-4800 무료전화: 1-800-245-6910
이메일: registration@reco.on.ca
http://www.reco.on.ca

9

호흡요법사
College of Respiratory Therapists of Ontario
전화: 416/591-7800 무료전화: 1-800-261-0528
이메일: crto@crto.on.ca
http://www.crto.on.ca

사회복지사
Ontario College of Social Workers & Social Service Workers
전화: (416) 972-9882 무료전화: 1-877-828-9380
이메일: info@ocswssw.org
http://www.ocswssw.org

교사
Ontario College of Teachers
전화: 416/961-8800 무료전화: 1-888-534-2222
이메일: info@oct.ca
http://www.oct.ca

수의사
College of Veterinarians of Ontario
전화: 519/824-5600 무료전화: 1-800-424-2856
이메일: inquiries@cvo.org
http://www.cv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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