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는 주소
www.cic.gc.ca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이민국 계정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을 원할 경우
검색창에서 “GCKey”를
검색하거나, 자주찾는 항목에서
“Sign in or create an account”를
클릭 하면 됩니다.

기존 이민국 계정이 있을 경우
로그인,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을
경우 온라인 뱅킹을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GCKey 가 없거나, 캐나다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GCKey 를
생성하면 됩니다.

GCKey 가 없을 경우 “Sign UP”을
통해 새로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8-16 자리
2. 특수문자 불가
3. 숫자는 7 자리 이하

비밀번호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8-16 자리
2. 아이디와 동일한 3 자리 문자
3. 대소 문자 포함
4. 숫자 포함

추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비밀번호 재설정시 필요한
질문과 답을 설정 합니다.
*반드시 캡쳐해서 따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상 영문이름을 작성하시고,
이민국 계정 업데이트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Given Name: 이름
*Last Nam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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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이민국 계정에 로그인 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 및 답을
작성 합니다.
* 로그인시 질문은 4 개 중
무작위로 하나만 나옵니다.

이민국 계정 MyCIC 메인 화면
입니다.
업데이트 이메일 주소를 변경 할
경우 “Account Profile”에서
가능하며, 현재 진행중인 비자
상황, 접수전인 비자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자접수를 할 경우 하단
“Apply to come to Canada”를
선택합니다.

관광, 학생,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Visitor visa, study and/or
work permit”을 선택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신청 비자: “STUDY”
2. 체류기간: “More than 6
months”
3. 국적: “KOR (Korea, South)”
4. 현재 거주국가: “Canada”
5. 직계 가족 중 18 세 이상의
영주권/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6. 생년월일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여부:
“Yes or No”

현재 캐나다 체류 비자:
* 학생 비자 체류시 “Student”

1. 현재 혼인관계 여부
2. 캐나다 입국 시 거주할 주
(Province)

앞선 질문에 따라 현재 신청 할
수 있는 비자를 안내 받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Study Permit
(in Canada) ” 칸에 있는
“Continue” 버튼을 클릭

비자신청 시 동반으로 같이
비자신청 필요 여부: “Yes or No”
* “Yes” 선택 시 가족에 대한
신청서 및 서류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함

취업비자 지원 여부: 학업에
인턴쉽/실습이 있는 경우 “YES”
* “Yes”일 경우 학교에서 발행된
인턴쉽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현재 학생/취업 비자 만료일
기재

최근 1 년 이내 캐나다 이민국
신체검사 여부: “Yes or No”
* “Yes”일 경우,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다른 직계 가족의 비자도 동시
신청 여부: “Yes or No”
* “Yes” 선택 시 가족에 대한
신청서 및 서류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함.

제 3 자에게 권한 부여 여부
* 직접 신청하는경우: “No”

비자 신청비용 납부 여부:
면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 “Yes, I will be paying my
application fees” 선택

구비서류는 스켄본으로
제출하므로, 스테너 혹은 카메라
사용 가능 여부: “Yes” 선택

비자 신청시 신용카드 결제 여부:
“Yes” 선택
* 신청비용은 Visa, Mastercard,
AMEX 등 신용카드로 결제

지금까지 답한 내용을 확인
합니다.
답변한 내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나중에 진행 하길 원할 경우
저장 가능
* 각 서류에 대한 질문은
물음표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
확인가능
Application Form 신청서 (필수)
* IMM5709 폼 작성
* “Document” 클릭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는 항상 최신버젼을
다운로드
Supporting Documents 구비서류
(필수)
1. 학업에 인턴쉽/실습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여권 사본 및 출입국 도장면
3. 학교 입학허가서
4. 재정보증 서류
5. 신체검사 확인서
6. 증명사진
Optional Documents 추가서류 (선택)

Fees 납부할 신청 비용

1. Schedule 1: 정치 활동, 군대기록, 종교 단체

1. 학생비자 연장 신청 비용 $150/인

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할 수 있음
2. Client Information: 기타 제출할 서류 혹은
사유서등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

신청서 IMM1294 작성 안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민국 “Instruction Guide”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52-applying-change-conditions-extend-your-stay-canada-student.html

제출서류
1. IMM5709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Student)
학생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52-applying-change-conditionsextend-your-stay-canada-student.html)
2. Co-op Letter
학업에 인턴쉽/실습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와 인턴쉽/실습 서류
* 앞서 학업에 인턴쉽/실습이 없다고 답한 경우 이 칸은 나오지 않습니다.
* 취업 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 신청시 이 칸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학허가서와 같이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3.Letter of Acceptance
학교 입학허가서
* 캐나다 초중고 학교에 입학이 아닌 경우 반드시 이민국 고유번호 DLI 가 있어야합니다.
* DLI 번호는 입학허가서에 기재되 있으며,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학교 DLI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 현재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4. Passport
여권 앞면 및 모든 입,출입국 도장 페이지
* 스켄이나 여권으로 한 파일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유효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 이상으로 비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5. Proof of Means of Financial Support
재정 증명서류
학생비자 연장시 재정보증 서류는 잔고증명서 하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정 보증
서류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 할수록 좋기 때문에 추가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잔고증명서
4 개월치 은행 거래내역서
월급 내역서
재직증명서/사업자증명서
부동산 증명서
캐나다 학비 및 거주지 비용 납부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서
국민연금 증명서
보험, 주식 증명서
개인 혹은 단체/기업의 재정 보증 확인서
6. Proof of upfront medical exam
신체검사 확인서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만 가능하며, 신체검사는 총 1 년간 유효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ecure.cic.gc.ca/pp-md/pp-list.aspx
* 학생비자 연장신청시 신체검사는 이민 전에 받았기 때문에 1 년이 지나도 필수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이민국에서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요청을 받을 경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관련,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은 Co-op Work Permit 을 신청할때 반드시 유효한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7. Digital Photo
증명사진
사진은 최근 6 개월 안에 촬영된 사진이여야 하며, 흰색 혹은 밝은 바탕에 촬영해야 합니다.
증명사진이 따로 없을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 가능합니다.
사진에 대한 규정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temporary-resident-visa-application-photograph-specifications.html

** 개인에 상황과 앞선 질문에 따라 필수 구비 목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구비서류 샘플:
-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한국은 기본증명서)
- Police Certificate: 범죄기록 회보서
- Family Member Proof of Status: 캐나다 비자가 있는 직계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의 캐나다 비자
사본
- Use of a Family Member Representative for Online Applications: 1 인 이상 가족 동반 신청 시 다른
가족 신청에 대한 권한 확인
- Custodian Declaration: 만 17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하지 않고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가디언 서류

8. Optional Documents: Client Information

기타 서류에 대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담은 사유서나, 구비서류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Biometrics 지문등록
2019 년 1 월 1 일 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들은 캐나다 이민국에 지문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학생비자 연장신청시 현 기준으로서는 필수가 아니므로, 연장시에는 따로 지문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문등록은 비자에 관계없이 10 년간 유효하며, 추후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연장신청 할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