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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언어 발급처 수량 비고

기본증명서 국문 동사무소 2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동사무소 2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동사무소 2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 영문 동사무소 2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가능

여권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본 2부 컬러 스캔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문 출신학교 2부 ‘나이스’ 등 각종 사이트 발급가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영문 출신학교 2부 ‘나이스’ 등 각종 사이트 발급가능

CAQ 신청서 영문 메일 발송 1부 출력후 8페이지부터 25,26,27,28번 까지 사인

학교 신청서 영문 메일 발송 1부 출력후 4~8페이지 하단 사인

CAQ 서류는 모두 원본 서류입니다.

재정 증명을 아버님 혹은 어머님 이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몬트리올 CAQ 구비서류 (자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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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자녀 동반) 

□ 여권용 사진 고해상도 파일

□ 비자신청비 (CAD $150)

    온라인 카드 결제 요청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만료일, 소지자명, 뒷면 보안 3자리, Visa or Master 여부), 

    접수 직전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 컬러복사본 1부: 여권 신상 정보 페이지는 선명하게 복사하여 주세요.

□ 재정서류 (영문 철자 반드시 통일!!)

1. 본인과 배우자의 영문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 증명원 (직장 혹은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발급)

2. 본인과 배우자의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모든 년도 기록 기재 -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3. 영문 은행 잔액 증명원 (등록금 외에 생활비 안정 금액 CAD $100,000 이상 준비 시 안전)

4. 국문 배우자의의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국문 발급 /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 본인 활동증빙 서류 (영문 철자 반드시 여권과 통일!! - 대소문자 띄워쓰기 상관없음)

1. 대학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해당 학교 or 해당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or 동사무소 FAX 민원 신청)

2. 영문 병적증명서 (병무청 or 동사무소 FAX 민원, 인터넷 민원24 공인증서 발급 가능)

3. 영문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무중이신 직장)

4.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가능한 모든 년도 기재 - 세무서 /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5.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6. 영문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  

7. 해외 여행 다녀오신 내용 정리 : 예) yy/mm ~ yy/mm - 캐나다 밴쿠버 – 여행 

8. 출입국 사실 증명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9. 신체검사 확인서 (Information Sheet)

□ 동반 자녀 증빙 서류 (영문 철자 반드시 여권과 통일!! - 대소문자 띄워쓰기 상관없음)

1. 여권 컬러복사본 1부

2. 비동반부모 동의서(공증비 별도) +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사인

3.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번역 및 공증비 별도 추가)

※ 모든 구비서류는 대사관 접수일 기준으로 2달 이내의 것으로 영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상 영문 철자 동일!!)

※ 반드시 개강일로부터 최소 8주전에는 접수를 해야 하며 대사관 기준으로 평균 4~8주 정도의 심사 기간 후 결과 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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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진행절차

  1. 예약 - 아래의 병원 중 한곳에 연락하여 캐나다 학생비자 신체검사 예약을 합니다.

   1) 신촌세브란스 병원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내 비자사무소 (2호선 신촌역 연세대학교 옆)

    - TEL : 02-2228-5815

    - 진료가능시간 : 월~금 AM 09:00~11:30 PM 01:30~03:30 / 토 AM 09:00~11:30

   2) 영동세브란스 병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종합건강진단센터 내 비자사무실

    - TEL : 02-2019-2804, 1209

   3) 삼육의료원 (구 서울 위생병원)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1호선 회기역)

    - TEL : 02-2210-3511, 02-2249-3511

    - 진료가능시간 : 월~목 AM 09:00~11:00 PM 02:00~03:00 / 금 AM 12:00 (접수 AM 09:00~10:30)

   4) 부산해운대병원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 612-030 산업의학과 지하1층

    - TEL : 051-797-0369

    - 진료가능시간 : 화, 수 오전 / 금 전일 가능

  2. 준비물 및 주의 사항 확인 - 예약을 하시면서 검사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 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3. 검사 시행 - 검사 당일 준비물을 모두 챙겨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 검사 확인서 (Information Sheet) 수령 - 검사 후 확인서(검사 결과서가 아님)를 사본을 본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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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국문 및 영문 성명 E-mail

우편물 수령 주소 (우편번호)

실 거주 주소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휴대폰 번호

군복무 관련 정보 복무지역 (예 : 강원도 철원)

해외체류경험

국가 및 도시명 비자 종류 및 방문 목적 기간

~

캐나다 비자신청 여부
*캐나다 비자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 비자종류/신청일/신청결과/거절사유를 작성해주세요.

부

영문 성명 / 생년월일

직업 / 직장명

주 소

모

영문 성명 / 생년월일

직업 / 직장명

주 소

※ 부모님 사망시에는 직업 / 직장명에 각각의 사망하신 도시 이름과 날짜도 함께 기입 부탁드립니다.

※ 만약 작성해야하는 칸이 부족할 경우, 따로 메모하셔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