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도움 안내서 

이 3 부로 구성된 안내서는 전자 여행 허가(eTA)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제 1 부: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 대상.

- 제 2 부: 모든 신청자 대상.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안내 포함.

- 제 3 부: 신청서 제출 후 예상할 수 있는 일.

신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출하십시오. 작성 내용이 빠짐없고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eTA 신청이 지체 또는 심지어 거부될 수 있고/있거나 비행기 탑승을 못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서는 영어 및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eTA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신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العربية, 简体中文, 繁體中文, Deutsch, English, Español, 

Français , Ελληνικά, Italiano, 日本語 , 한국어, Magyarul, Nederlands, Polski, Português.   

http://www.cic.gc.ca/english/pdf/eta/arabic.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simplified-chinese.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traditional-chinese.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german.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english.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spanish.pdf
http://www.cic.gc.ca/francais/pdf/ave/francais.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italian.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japanese.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
http://www.cic.gc.ca/english/pdf/eta/portugue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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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 세부 정보 

 

다른 사람 대신 eTA 를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  이 안내서 제 2 부로 가서 

자신을 위한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보십시오. 

첫 질문은 신청자가 다른 사람 대신 eTA 를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인지 묻습니다.  

대리인은 캐나다 여행 또는 이민을 원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 대신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와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 대신 신청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합니다. 아동 대신 신청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이 같은 

질문들에 답변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는 신청자는 IRCC 에도 본인의 사례 파일 정보를 대리인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승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대리인을 다루고 대리인 서비스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아래 영역에서,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시나요? 

 

미성년자 대신 신청하시나요? 

“예”(yes) 또는 “아니요”(no) 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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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A):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 세부 정보 

신청자는 다른 사람 대신 신청을 원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리인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대리인은: 

친구의 가족 구성원 

비정부 또는 종교 단체 회원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위원 

캐나다 주 또는 준주 법률 협회 

퀘벡 주 공증인 협회(Chambre des 

notaires du Quebec) 

여행사 직원 

 

 

유료로 신청자 대신 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시나요? 

성씨(들) 

이름(들) 

회사, 단체 이름 

우편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대리인 선언 

 

위의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대리인은 위에 나와 있는 계약과 개인 정보가 사실이며, 빠짐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위의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대리인은 신청자가 신청자 또는 후원자 대신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 및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과 상대하도록 지정한 당사자임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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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대신 신청하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신청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 2 부: 전자 여행 허가(eTA) 신청서 작성법 

본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첫 질문에 “아니요”로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사람 대신 eTA 를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안내서 제 1 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누르면, 신청자(본인 또는 대신 신청하는 대상)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신청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질문 1: 캐나다 여행에 사용하려고 계획하는 여행 증명서는? *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시나요? 

미성년자 대신 신청하시나요?                                                     

“예”(yes) 또는 “아니요”(no) 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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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택 사항 중에서 캐나다 여행에 사용할 여행 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여권 – 보통/일반 

휴가 및 출장 등 여행을 때때로 하도록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여권 – 외교 

고위 정부 공무원, 외교관, 정부 대리인 및 대표자인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여권 – 공식 

공식 정부 사업으로 여행하는 비외교 정부 공무원 등 시민권자에게 대개 발급되는 여권.  

여권 앞면에 “공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십시오. 

 

여권 – 서비스 

공식 정부 사업으로 여행하는 비외교 정부 공무원 등 시민권자에게 대개 발급되는 여권.  

여권 앞면에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십시오.  

 

응급/임시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행 증명서 또는 여권. 이 

같은 증명서는 대개 단기간 유효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 

보호가 필요한 협약 난민 및 개인을 포함하는, 보호 대상 지위를 지닌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행 증명서. 중요: 이 증명서 소지자는 eTA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캐나다 여행에 

비자 또는 다른 종류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여권/여행 증명서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영구적 또는 임시로 거주하나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미국 재입국 허가증(I-327)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을 여행한 후 재입국 영주권자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 

 

미국 난민 여행 증명서(I-571)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에서 인정한 난민 또는 망명 허용자에게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 I-

571 소지자는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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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한 국가는? *  

 

여권 발급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여권에 나와 있는 국가 코드와 일치하는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여권 

정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3 자리 문자 코드를 찾으십시오 – “코드”나 “발급 국가”, “당국”이라고 

명시된 영역을 보십시오. 

 

 

여권에 기재된 국적은? *  

여권 정보 페이지의 국적 영역에 나와 있는  국적을 

선택하십시오. 

 

 

  

중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eTA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US LPR)는 

예외입니다. 

 

신청자의 답변에 따라, 신청자는 eTA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캐나다 여행에 비자 또는 다른 

종류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visas.asp
http://www.cbsa.gc.ca/travel-voyage/td-dv-eng.html
http://www.cbsa.gc.ca/travel-voyage/td-dv-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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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또는 대만 여권 소지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 

 

이스라엘 국민만 해당.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한 신청자는 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TA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신청 자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인 여행자만 해당.  

 

대만 외무부 발급 여권을 소지한 신청자는 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TA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추가 질문들에 답변하여 신청 자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외무부 발급 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신분증 통일 번호를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십시오.  

이 여행에, 이스라엘 여권을 사용하시나요? 

 

이 여행에, 신분증 통일 번호를 포함하는 대만 외무부 발급 여권을 사용하시나요? 

 

대만 신분증 통일 번호 

 

대만 신분증 통일 번호(재입력). 

이 영역으로 복사하여 붙이실 수 없습니다 

 

여권 발급 국가/영토는? 

 

여권 발급 국가/영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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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A):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에 대한 질문 
 

다음 부분은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US LPR)에 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한 후, 

신청자는 “다음”을 눌러 신청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US LPR 이 아닌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자신의 eTA 신청서 작성을 계속하십시오. 

 

 

 

 

유효한 외국인 등록 카드(그린 카드)를 소지한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인가요? 

만기일 

여권에 기재된 국적은? 

연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 외국인 등록 카드(그린 카드) 번호(재입력).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 외국인 등록 카드(그린 카드) 번호 

여권을 발급한 국가는? 

그린 카드 번호나 ADIT 스탬프 번호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나 ADIT 스탬프에 

있는 대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이 번호는 

A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만료된 그린 카드나 ADIT 스탬프로는 

eTA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나 

스탬프가 유효하지 않으면,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eTA가 있더라도 만료된 그린 카드나 ADIT 

스탬프로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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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B): 신청자의 여권 세부 정보 

 
여권 정보를 입력할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여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공항에서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eTA 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eTA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 

  

 여권 정보 페이지(사진이 있는 페이지)  

o 상단에 나와 있는 대로 여권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여권 첫 페이지에 있거나 사진이 

있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여권 번호는 대부분 8~11 자리입니다. 입력하려는 번호가 이보다 훨씬 짧거나 길면, 

사용하려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권 번호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O 와 숫자 0, 그리고 

알파벳 I 와 숫자 1 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특수 문자(예: 붙임표)나 공간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프랑스 여권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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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이름”과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씨와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변경 이름: 여권의 특기 사항 부분에 이름(들)에 대하여 손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이름(들)을 입력하십시오. 특기 사항 페이지는 승인된 이민 담당관이 중요한 메모(특기 사항)를 기재할 수 

있는 여권 부분을 지칭합니다. 

 

여권 번호 

여권 번호(재입력) 

성씨(들) 

이름(들) 



11 

  “특기 사항” 

여권의 “특기 사항” 부분에 이름에 대한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권 “특기 사항”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들)을 입력하십시오. 

아포스트로피 

자신의 이름에 아포스트로피(예: D’Orsay, O’Neil)가 들어 있다면 신청서에 포함해서 기재하십시오.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구역(사진과 개인 정보 아래에 있는 여권 부분으로,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함)을 참조하여 

이름(들)을 신청서에 입력하는 중이라면, 이름(들)에 들어 있는 아포스트로피가 빠져 있어도 신청서에는 

아포스트로피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순서 결정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순서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계 판독 가능 구역(사진과 개인 정보 아래에 있는 여권 

부분으로,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권의 해당 부분 첫 줄에 대개 문자 하나, 열린 화살괄호 하나(<), 국적 약어, 성씨, 열린 화살괄호 두 개(<<), 

그리고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권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청서에 자신의 성씨를 입력하십시오. 

성씨 뒤 열린 화살괄호 두 개(<<) 뒤에 기재된 이름(들)이 자신의 이름(들)입니다. 

자신의 이름(들)이 여권의 이 하단 부분에서 생략(단축 또는 절단)되었으나 전체 이름이 여권의 상단 부분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들)을 입력하십시오. 하지만 이 경우에 자신의 

이름(들) 순서 결정은 하단 부분을 따르십시오. 

자식 관계 

여권에 “~의 아들”이나 “~의 딸” 또는 “bin”이나 “bint”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해당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름 영역 어느 쪽에도 이 내용이나 아버지 이름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권의 한 영역에 Ahmad bin Husain bin Muhammad 가 기재되어 있으면 성씨로 Husain 을 입력하고 

이름으로 Ahmad 를 입력하십시오. 

붙임표 

자신의 이름에 붙임표(예: Mary-Anne, Smith-Hansen)가 들어 있다면 신청서에 포함해서 적으십시오.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구역(사진과 개인 정보 아래에 있는 여권 부분으로,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함)을 참조하여 

이름(들)을 신청서에 입력하는 중이라면 이름(들)에 들어 있는 붙임표가 열린 화살괄호로 표시되어 있어도 

신청서에는 붙임표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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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영역이 하나뿐인 여권 

여권에 이름이 한 줄로만 나와 있다면 전체 이름을 “성씨” 영역에 입력하고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없음을 

확인하는 상자에 표시해주십시오. 

부칭과 모칭 

부칭은 아버지나 조부, 더 이전 남자 조상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모칭은 모계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부칭 또는 모칭이 들어 있고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구역(사진과 개인 정보 아래에 있는 여권 

부분으로,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함)에 나와 있으면, 그 이름의 철자법대로 신청서에 입력하십시오. 

배우자 관계 

여권에 “~의 배우자”나 “~의 부인”, “~의 남편”이 개인 정보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름 영역 어느 쪽에도 이 내용이나 배우자 이름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권의 성씨 영역에 Smith EP. Paul Sajan 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영역에 John William 이 기재되어 

있으면 성씨는 Smith 로, 이름은 John William 으로 입력하십시오. 

호칭, 접두사, 학위, 훈장 

여권에 호칭이나 접두사, 접미사, 직업적 또는 학문적 자격, 훈장, 경의, 수상, 세습 지위 등이 나와 있어도 이 

내용을 신청서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단, 이 내용이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구역(사진과 개인 정보 아래에 있는 

여권 부분으로,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함)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음역 

라틴 또는 로마 문자(예: Aa, Bb, Cc 등)와 프랑스어 억양(예: é, è, ë, ü)만 eTA 신청서 작성에 허용됩니다. 

국적국은 국민의 이름 음역을 라틴 또는 로마 문자로 여권에 기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여권에 음역 표기되어 있다면 그 음역된 이름(들)을 신청서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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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성별, 출생국 또는 출생 영토, 도시를 입력하십시오。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을 선택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권에서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페이지(개인 정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b.) 성별 

드롭다운 메뉴에서, 성별(남자, 여자, 

미상)을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c.) 출생국/출생 영토 

드롭다운 메뉴에서, 여권의 “출생지” 

영역에 나와 있는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d.) 출생 도시 

여권의 “출생지” 영역에 나와 있는 

시/읍/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여권에 

시/읍/면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자신이 

출생한 시/읍/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연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 

여권 발급일 

여권 만기일 

연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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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C): 신청자의 개인 세부 정보 

 
신청서 이 부분에서는 추가 국적, 결혼 상태, 과거에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 신청 여부 등 개인 세부 

정보에 관하여 묻습니다. 
 

  

 

고객 ID(UCI)/이전 캐나다 비자, eTA 또는 허가증 번호 

 

캐나다에 오려고 정식 신청서(예: 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방문 비자)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발급한 UCI 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에서 받은 편지나 발급된 이민 서류(예: 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방문 비자)에 나와 있는 이 번호를 찾아 보십시오. 

자신의 UCI 를 모르면 이민 서류(예: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방문 비자)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또는 이 영역에 "NA"를 입력하십시오. 

 

 

다음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결혼 상태  

결혼 상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고 

법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결혼식이 거행된 해당 국가 법과 캐나다 

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별거 상태  

별거 상태는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이나 

더는 같이 살지 않고 다시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혼 

판결을 기다리거나 아직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상태 

이혼 상태는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여 

결혼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더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결혼 무효화  

결혼이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 

사별 상태  

사별 상태는 한 사람의 배우자가 죽고 

남은 사람이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상태  

한 사람이 최소 1 년간 부부 관계로 같이 

살아온 다른 한 사람. 이 용어는 이성 및 

동성 관계를 지칭합니다. 

결혼 경력 없음/독신 상태  

추가 국적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영토를 기재하십시오 

결혼 상태 

캐나다 비자, eTA 또는 방문, 거주, 취업, 학업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취득하신 적이 있나요? 

고객 ID(UCI)/이전 캐나다 비자, eTA 또는 허가증 번호(선택 항목) 

고객 ID(UCI)/이전 캐나다 비자, eTA 또는 허가증 번호(선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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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D): 취업 정보 

신청서 이 부분에서는 직업 및 관련 세부 정보를 묻습니다. 아래 제공된 선택 항목 번역 목록을 

사용하여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직업과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유사한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직업 *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관련 직업 

재정 및 행정 관련 직업  

교육, 법 및 사회 공동체, 정부 서비스 관련 직업  

보건 관련 직업 

주부  

경영 관련 직업 

제조 및 유틸리티 관련 직업  

군대 관련  

자연 과학 및 응용 과학 관련 직업  

천연자원, 농업, 연관 제품 관련 직업 

은퇴자  

영업 및 서비스 관련 직업  

학생  

기술, 운송, 장비 조작자 및 관련 직업  

실업자  

 

 

a.) 직업 

자신의 현재 취업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선택 사항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b.) 직책 

자신의 직업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해당 시, 회사나 고용주, 학교, 시설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c.) 국가/영토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신의 고용주가 있는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학생인 경우, 자신의 

학교가 있는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d.) 도시/읍 

자신의 고용주가 있는 도시/읍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학생인 경우, 자신의 학교가 있는 

도시를 입력하십시오. 
e.) 시작 시점 

자신이 취업이나 학업을 시작한 연도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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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E): 연락처 

 
신청서 이 부분에서는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자의 신청에 관하여 연락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대신 신청하는 부모는 원하시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제 2 부(F): 거주지 주소 

신청서 이 부분에서는 거주지 세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임시로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 신청서가 

거부됩니다. 

 

연락 선호 언어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재입력) 

a. 아파트/유닛 번호(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나 유닛, 스위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b. 거리명/번지 또는 주택명 

해당하는 경우, 번지나 주택명을 입력하십시오. 

아파트나 유닛, 스위트 번호를 이 영역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번호들은 “아파트/유닛 

번호” 영역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c. 거리 주소/거리명 

표준 식별자(예: “Street,” “Road,” “Avenue,” 

“Boulevard”)와 함께 거리명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Maple Avenue”는 인정되나 

“Maple Ave.” 같은 약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d. 거리 주소/거리명 라인 2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거리 주소 추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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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G): 여행 정보 

 
여행 날짜를 아시면, “캐나다 여행 시기를 아시나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십시오. 여행하려는 

연도, 월, 일을 입력하십시오. 항공편 세부 사항을 확인하셨으면, 출발 시간도 입력하십시오. 캐나다 

여행 시기를 모르시면, “아니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로 언제 여행할지 아시나요? 

언제 캐나다로 여행하실 계획인가요? 

시간 선택 분 선택 시간대 선택 

연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 

캐나다행 항공편 출발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e. 도시/읍 

거주하는 도시 또는 읍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f. 국가/영토 

거주하는 국가 또는 영토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g.캐나다 주/미국 주 (해당하는 경우) 

거주하는 캐나다 주나 미국 주를 

선택하십시오. 

h. 우편 번호 

우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i. 지역구 (해당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구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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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H): 배경 질문 

신청서 이 부분에서는 이전 여행과 이민 경력에 관하여 묻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하나라도 “예”라면,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하면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질문 1: 캐나다 또는 기타 국가/영토에서 비자나 허가증 신청 거부, 입국 거부, 추방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캐나다 또는 기타 국가/영토에서 비자나 허가증 신청 거부, 입국 거부, 추방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선택하신 경우, 각 거부에 대하여, 비자나 허가증을 거부했거나 

입국을 거부한 국가를 기재하고 해당 국가에서 알려준 사유도 기재해주십시오. 

 

질문 2: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선택하신 경우, 각 체포나 기소,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장소(도시, 국가), 시기(월/연도), 범죄의 성격, 선고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 

 

질문 3: 지난 2 년간, 결핵 진단을 받았거나 결핵 보균자와 가깝게 접촉하신 적이 있나요? 

지난 2 년간, 결핵 진단을 받았거나 결핵 보균자와 가깝게 접촉하신 적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선택하시면, 추가 질문이 나타납니다.절차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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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및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a): 의료 종사자라서 결핵 접촉이 있었나요? 
 

의료 종사자라서 결핵 접촉이 있었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선택하시면, 추가 질문이 

나타납니다. 

 

질문 3 b): 결핵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결핵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질문 4: 다음 증상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다음 증상(치료받지 않은 매독, 치료받지 않은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이 

있으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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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I): 동의 및 선언 

아래의 “신청자 서명” 상자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여 전자 서명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의 이름을 제공된 공간에 입력하십시오.  

동의함 

 

신청자 선언 

본인은 위의 선언문을 읽었으며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이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며, 빠짐없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허위 진술이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 127 조에 의거하는 범죄이며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 또는 캐나다로부터 추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을 누름으로써 본인의 신청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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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이나 대신 신청하는 대상의 이름을 입력한 후, “Proceed to Payment”를 누르십시오. 

캐나다화 $7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요구됩니다. 

 

제 3 부 – 신청서 제출 후 예상할 수 있는 일 

신청비를 결제하고 나면, 몇 분 안에 IRCC로부터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대부분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얼마 안 되어 eTA 승인 확인 이메일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은 처리에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IRCC 로부터 접수 확인 

이메일 수신 후 얼마 안 되어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IRCC 에서 발송하는 접수 확인 이메일 

 

  
확인 이메일을 받은 경우, eTA 신청 현황 확인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청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o 이메일 상단에서 찾을 수 있는, 알파벳 V 로 시작하는 신청 번호. 그리고 

o eTA 신청에 사용한 여권의 상세 정보. 

 

https://onlineservices-servicesenligne.cic.gc.ca/eta/applicationQuery?lang=en&_ga=1.166093110.964241749.145521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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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이메일을 받습니다. 

 

 

 

 

여권 번호 확인  

eTA 승인 이메일에 나와 있는 여권 번호가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공항에서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eTA 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eTA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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