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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10개의 주 (Province) 와  
       3개의 자치구 (Territory) 로 구성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지역  



 수도 : 오타와 

 면적 : 997 6139 ㎢ (한반도의 45배)  

 총 인구 :  3천 3만 백만 명 

 공식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주요 도시 :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공식언어 사용 인구 비율 : 영어 74%, 불어 23%,  비공식언어 1.6% 

캐나다 국기는? 

캐나다 국기는 1965년 만들어졌어요.  
중앙의 붉은 단풍잎은 광대하고 변화가 
많은 국토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을 상징하며, 양 옆의 붉은 바는  
캐나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의미한답니다~ 

캐나다에 관한 상식 – 기본정보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역사  

캐나다 본토의 원주민 

>15세기 말 영국의 존 캐벗이 캐나다에 발을 딛기 전, 캐나다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은 이뉴잇 족

을 포함한 원주민들이었음. 부락이라는 의미의 카나타(Kanata)에서 국명이 유래됨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시대 

>처음으로 캐나다를 지배한 것은 프랑스였음 (1534년) 

>1670년 영국이 허드슨 만을 중심으로 허드슨 베이 사를 설립하고 모피 교

역을 독점하기 시작 

>1759년 퀘백에서 영국과 프랑스 충돌. 영국이 압도적으로 승전하고, 1763

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이 캐나다 대륙의 식민지 대부분을 통치하게 됨 

캐나다 연방정부 설립 

>19세기 말 이후부터 안정이 된 캐나다는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함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북군이 당시 골드러시가 한창인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공략하기 시작, 이에 1867년 

영국령 북미법을 발령하여 퀘백/온타리오/노바스코샤/뉴브런즈윅 등 4개 주를 통합하여 캐나다 연방을 세웠고, 

1873년에는 매니토바/브리티시 콜럼비아/프린스 에드워드아일랜드 주 등이 연방에 가입했음.  1898년 앨버타주

와 사스캐추완 주, 1949년에 열번째 주인 뉴펀들랜드가 연방에 가입하면서 현재의 캐나다가 이루어짐 



캐나다에 관한 상식 – 국경일  

      [국경일] 

 

 

   

 

 

   

 

 

 

 

 

 

• New Year’s day (설날) - 1월1일 

• Good Friday (성 금요일) - 매년 부활절 금요일 

• Easter Monday (부활절 월요일) - 매년 부활절 월요일 (주에 따라 다름) 

• Victoria Day (여왕 탄생일) -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 Canada Day (건국 기념일) - 7월 1일 

• Labor Day (노동자의 날) - 매년 9월 첫째 월요일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 

• Remembrance Day (휴전 기념일) - 11월 11일 

•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연휴) - 12월 25일 

• Boxing Day (크리스마스 연휴) - 12월 26일 (주에 따라 다름) 

 

※ 이 밖에도 캐나다에서는 각 주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별 공휴일을 마련하고 있음 



>인구 약 560만의 캐나다 제 1의 메트로폴리탄이며 캐나다 금융,산업,문화의 중심도시 

>토론토는 인디안 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이며 1615년 유럽 탐험가에 의해 발견 

>생동감 넘치는 다문화 사회로 중국과 이탈리아 계 이민자 많음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문화 공존 (대학, 도서관, 미술관 다수) 

>다채로운 도시 문화 축제와 온타리오 호의 나이아가라 폭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뉴욕, 시카고 등 미국 동부의 대도시와 인접해 미국 관광 편리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주요도시 소개  

Vancouver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써 인구 약 220만 명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도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온화한 날씨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도시 

>다운타운인 밴쿠버를 포함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램, 델타,

써리, 랭리, 아봇포드, 매플리지, 뉴웨스트민스터 등 여러개의 광역 밴쿠버 위성 

도시를   포함 Metro Vancouver를 이루고 있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안 계열의 이민자가 많음  

Toronto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주요도시 소개  

Victoria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로 몽레알이라고 하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동시에  

  세계에서 파리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불어권 도시 

>1535년 프랑스인 J.카르티에가 발견하였으며 1642년 개척마을로 형성, 1844~1849년에는  

  캐나다 수도였음. 프랑스계 레스토랑과 극장이 많아서 북아메리카의 파리라고 불림 

>30km의 몬트리올 지하도시와 보행자 도로망은 세계 최장 규모로 간선도로, 버스, 지하철,  

  철도망 등의 대중 교통 기반시설이 매우 잘 되어있음 

>동쪽의 록키 산맥의 웅대함과 서쪽의 대평원의 광활함을 간직 

>가장 부유한 알버타 주 제 1의 도시로써, 교통과 석유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세금이 낮아 물가가 저렴함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지나간 역사의 흔적에 힘입어 많은 영화 촬영지로 각광 

>여름에는 로데오 경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템피드’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이 몰림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공원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B.C주의 수도 

>밴쿠버에서 페리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되며 인구는 약 35만 명   

>캐나다의 최 남단에 위치. 일조량이 가장 많은 도시. 정원과 공원이 많아 정원의 도시라 불림 

>1868년 영국 이주민에 의해 개척되어 캐나다 내의 가장 영국적인 분위기로, 주의사당, 임프레

스 호텔 등 영국풍의 건축물과 유적지 보유. 빨간색 2층 버스 유명 

Montreal 

Calgary 



[대표 도시 기후] 

 밴쿠버: 여름엔  보통 22-25도로 습하지 않고 쾌적하며, 겨울은 평균 2도 정도이며 영하로  

               내려  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우기가 긴 편임 

 토론토: 약간 습한 날씨, 겨울은 평균 영하 10도, 체감기온 20도 이하로 춥고 눈이 많이 오며     
               여름은 덥다 25~33도  
 빅토리아: 여름 평균 20도의 습하지 않고 쾌적하며 겨울엔 영하 5~6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음. 캐나다 내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 

 캘거리:  여름 평균 28도, 겨울 평균 영하 8도. 겨울 중 “치노크” 기온 현상으로 약 20일간  
                기온이 상승하여 봄날처럼 포근해 짐 

 몬트리올: 뚜렷한 4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 평균 25~30도, 겨울 평균 영하 10도 

캐나다에 관한 상식 – 기후  

 사계절은 한국과 같으나 위도가 높아 더 추운 편 임 

 바다로부터 떨어진 내륙의 평원 지대와 북극에 가까운 지역은 

  겨울 기온  이 매우 낮고 눈이 많이 내림 

 밴쿠버가 위치한 서해안 지역은 태평양의 온화한 영향을 받아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나 비가 많이 옴 

 7~8월에는 여름 옷차림이면 되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따뜻한 겉옷이      

필요함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시차  

  Summer Time 실시 
  · 3월 둘째 주 일요일 ~ 11월 첫째 주 일요일 
  · 밴쿠버와 17시간 차이 (썸머타임 시 16시간 차이) 
  · 토론토와 14시간 차이 (썸머타임 시 13시간 차이) 

  · 시차 계산  
    ex) 한국 오후 2:00 -> 밴쿠버 밤 10:00 

 

 

  TIME ZONE : 6개의 타임 존으로 구성 

  · 퍼시픽 : BC주, 유콘 (대표도시: 밴쿠버) 
  · 마운틴 : 앨버타,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스 (대표도시: 에드먼튼, 캘거리) 
  · 센트럴 : 사스카츈, 매니토바, 온타리오 서부 (대표도시:위니펙) 
  · 이스턴 : 온타리오, 퀘백 (대표도시: 토론토, 몬트리올) 
  · 애틀랜틱 : 퀘벡 일부,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대표도시:핼리팩스) 
  · 뉴펀들랜드 : 뉴펀들랜드 섬 (대표도시: 세인트존스)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전압/통화  

▪ 전압 – 110V, 60Hz  

▪ 통화 

  캐나다 달러(CN$) * 약1,150원 
  지폐: CN$ 5, 10, 20, 50, 100, 1000등 
  동전: 1(페니), 5(니켈), 10(다임), 25(쿼터), CN$1(루니), CN$2(투니) 



캐나다에 관한 상식 – 의료혜택  

▪ 캐나다 의료보험  
BC, AB, SK주에서 국제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마다 다르며 도착후 3개월이상 혹은 1년이상의 체류기간이 있어야 함  
유학생 보험 가입 필수 권장 
 

 - BC주 :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3개월의 대기기간 필요하므로,  
             미리 3개월간의 의료보험 준비해야하며 의료보험 신청시  
 학생비자 6개월 이상 있어야 함 
            (CAD$66.50/Month) 
 
 - Alberta주 : 도착 시 3개월 이내에 등록, 1년 미만체류자일경우는 반듯이  

   사보험 들어야 함.  1년이상 거주자는 무료(CAD$44/Month) 
 
 - Saskatchewan주 : 도착 즉시 등록해야 하며 학생비자 만료 시까지 별도의  
                          보험비 없이 무료혜택 제공 

▪ 병원 이용 
 가정의 제도  
 - Family Doctor가 1차 상담, 진료후 처방, 필요 시 전문의 연결  

주의] 응급차와 응급실 방문은 유료로 응급차 550불, 의사진찰비 350불 불해야함 



출국 준비   



출입국시 필수 서류  

※ 공통사항 
    - 위의 모든 서류 영문이름 철자 확인 

COPY 

여권 최소 6개월 유효기간 남아 있어야 함 

비자 
학생비자 (유학허가증)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레터 

입학허가서  
LOA(Letter of Acceptance) 
학교에서 받은 입학 관련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숙소 확인서 숙소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명시된 레터 

픽업 확인서 픽업 담당자 연락처, 만나는 장소 등 명시 

항공권 
항공편 명, 출발날짜, 경유지, 도착시간 확인 
=> 관광비자인 경우, 귀국 항공권 필수 

그 외 필요  
서류 

-학비 내역서 및 학비 납부 영수증 
-재정 증빙 서류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잔고 증명서 등 
-영문 진단서/ 처방전 등 



여권  

사진 

※ 주의사항 

- 출국 전 유효 기간 확인 

- 파손 주의  

  찢어지거나 젖지 않도록 

-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주의 

  분실 시 현지 영사관에서 신청 

-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 것! 

   



유학허가증  

▪ 원본준비 [만약을 위해 사본 한 부 준비] 
 
▪ 본인 이름 확인 
 
▷New!! 유학허가증 양식! 
  - 2011년부터 이메일 수령으로 변경  
  - 이메일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돌아올 경우에는 기존처럼  
    택배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  



입학허가서  

▶ 입학허가서 Sample 

 이름, 생년월일, 프로그램 명,  
  센터, 개강일/종료일, 수업기간  
  등 확인 



학비내역서/송금영수증  

 영문 이름, 신청 센터, 개강일, 프로그램  
   등 확인 
 
 수업 기간에 따른 비용 확인 
   (홈스테이, 공항픽업 등 신청 유무)  



숙소 확인서  

 숙소 주소 확인  
 
 숙소 기본 정보 확인   
  :숙소 형태, 입실일, 계약 기간, 옵션  



공항마중 확인서  

항공스케줄 

학교 비상연락처 

 항공스케줄과 마중 확인서 일정 동일 
  여부 확인 
 
 공항 마중 시간, 장소, 비상연락처 확인 



항공권 (전자티켓)  

 항공권 발권 전 확인사항 
- 본인 영문명 및 경유 시간 (최소 2시간 이상 권장) 
- 취소 및 환불, 기타 규정 (변경 횟수, 유효기간 등) 
 

 항공권 발권 후 확인사항 
- 공항 마중 확인서와 내용 동일한지 재확인 

밴쿠버(YVR) Vancouve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밴쿠버(YVR) Vancouver



영문진단서/처방전  

 개인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영문으로 된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  
  준비해가면 현지에서 병원 이용 시 용이  
 
 의약품을 다량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 할 경우, 필히 진단서 및 처방전  
  함께 구비해야 함  



짐 꾸리기 Tip!! 

 기내용 가방 1개 또는 책가방 (10KG, 115cm) + 화물용 가방 1개 (23KG) 준비  

  - 한국 귀국 시 현지에서 사용한 교재 및 선물 등으로 인해 짐이 더 많아 질 수 있음  

 기내용 가방: 액체 류 (화장품, 식염수, 치약 등) 및 날카로운 물건 (가위, 연필 칼 등)  반입 불가 

   - 위와 같은 물품들은 모두 수화물 가방에 넣을 것 

 기내 수화물, 액체 류 휴대 금지 

   - 시행 : 2007년 3월 1일 부터 

   - 용기당 100ml(요구르트 병) 초과 액체류 금지 

   - 투명 비닐 지퍼락 봉투(20cm x 20cm) 포장 

   - 면세점품 구입 시 경유 도시 및 목적지 통보 

 MP3,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등 고급 사양 자제 

   - 여행자 보험으로 분실 시, 보상이 안됨 

 개인 노트북 및 핸드폰 

 이불 및 침구류 등은 홈스테이에서 제공 

 신발(운동화, 샌들 등) – 스포츠와 걷기에 편한 것으로 준비 



환전 
 
1. 환전 

- 금액 제한 없음 
- 단, US$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필증 지참  
  (환전은행에서 발급) 및 세관 신고 필수 
- 현금 : 여행자수표 = 3 : 7 비율로 권장 
 
 

2. T/C(여행자 수표) 
 

- 발행 즉시 수표 상단에 서명 후 발급증명서와 수표번호를 별도 보관    
  → 분실 시 재발행 가능 (환전한 현금은 분실 시 찾을 수 없음) 
- 사용 시 수표 하단에 서명하고 여권 제시 
- American Express 편리 



신용카드/직불카드  

1. 신용카드 
   
 - 국제 통용카드(VISA, Master 등)만 사용 
 - 사용한도 → 연간 2만불 이내 (초과 시 국세청 통보) 
 
2. 국제 직불 카드  
   
- 국내 은행에서 신청 가능  
- 마크 확인 
- PLUS/Cirrus 직불카드 널리 통용  
 
3. 현지 사용시 참고 사항 
   
- 1일 인출한도 확인 (은행별로 상이) 
- 1회 인출 시 수수료 
 : 인출액 1%+은행별 취급 수수료 

본인 명의 신용카드 
소지 편리 –  

현지 신분증 역할.  
(ex-핸드폰 개통 등) 



국내 은행 유학생 지정  

■ 유학생 지정의 장점 및 방법  

       - 송금 한도의 금액이 제한 없음 

        (단, 송금 및 환전금액 합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부모님의 거래가 편리한 은행에 유학생 지정 신청 후 송금 

          서류: 여권사본, 6개월 이상의 입학허가서 사본 

          → 출국 후 매 연도별 재학사실 입증(재학증명서)  
 

 

■ 유학생지정 없이 개인 송금하는 경우 

       - 개인(건) 당 1만불 이하의 금액 송금 

          (1천불 이상 송금 시 거래은행 지정)  

       - 송금 합계 연간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해외 여행경비 – 1만불  

      - 1만불 초과 시 외국환 신고 필증 : 환전은행  



국제 운전면허증 / 국제학생증  

국제 운전 면허증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여권, 사진, \7,000,  
        운전 면허증 

       

한국 운전 면허증 
     - 2년 이상 경력자는 캐나다 운전 면허증으로 변경 가능        

      -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 후 변경 신청 
      - 출국 시 원본 지참 요망 

 

국제 학생증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4,000 
       -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1부 혹은 입학허가서 사본  
         & 학비 납부 영수증 사본  

 

운전면허 관련 도움되는 Tip!  
 
캐나다에서는 한국면허증으로 6개월 운전 가능.  
단, 경찰에 한국 면허증을 보여주면, 현지경찰은 한글을 못 읽어 문제가 될 수 있음.  
바로 운전을 하려는 학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것.  
현지에서 렌트를 하려면 면허증과 신용카드 필수.  
20세 이상이어야 함.  
 
신분증용으로 캐나다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져와서  
영사관에 공증받아(4.25불), ICBC에 가서 신청(75불). 관광은 페이퍼 permit이 있어야 
하고(도장만으로는 안됨)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 경과해야 함.  



1.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2. 해외에서 태블릿 PC 사용하기 

 
 

3.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해외에서 스마트폰/컴퓨터 사용하기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기 

1. Lock 해제 최소 3일전 통신사에 전화하여 ‘Country Lock’ 
   해제 요청 
 
2. 요청 후 3일 내로 해제 완료 문자 or 전화 도착  
 
3. 해제 성공 통보 후 ‘I tunes’에 연결해 동기화 작업 
 
4. 해당 국가 Usim카드 구입 후 사용 
 
※ 3G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국가 데이터 요금제 신청 시  
   사용 가능 (국가별 상이) 
 



1.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하기 (wi-fi) 
 

  -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 
 
2. 3G, 4G이용 인터넷 사용하기 (지원 기기) 
 
 - 국내통신사 데이터 요금은 해외에서 적용 안됨 
 
 - 별다른 조치 없이 출국 후 해외 데이터 로밍 시 요금 폭탄 
 
 - 한국의 데이터 요금제 해지 조치 후 해당국가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하면 3G / 4G인터넷 사용 가능   

해외에서 태블릿 PC 사용하기 



해외에서 노트북 사용하기 

 노트북 사용의 장점? 
 

    - 학습 자료 적극 활용 (동영상 강의, Listening등) 
 
    - 공간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의 사용  
       (wi-fi 제공 장소) 
  
 해외 노트북 사용의 Tip 

 
    1. 전압 확인 (110V ~ 240V) 
 
      - 연수국가의 전압 확인 후 국가에 맞는 어댑터 준비 
 
    2.  홈스테이 시 인터넷 사용 여부 확인 
 
      - 해외에는 ‘인터넷 종량제’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공항 도착 
(최소 출발 3시간 

전 도착)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 

세관신고 
보안검색 
출국심사 

외국항공사  
스타라인 탑승 

안내 

*대한항공/아시아나 이외 외국항공기 

Transfer  
경유하기 

입국 신고 
세관 신고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대한항공/아시아나 이외 외국항공기



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여권 
항공권 (e-ticket, 보딩패스) 
마일리지 카드 
수하물 탁송 

3시간 전 도착 
3층 출국장 

1 



 탑승권 & 수화물 Tag 

도착하여 짐을 찾을 때 까지 보관 

탑승 시간, GATE, 좌석 확인 

 ■ 출국 비행기의 탑승 데스크에서 여권 / 이티켓 / 수화물을 제시하고 

     탑승권  및 수화물 Tag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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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라인 탑승 
 탑승구 101~132 
 외항사 이용승객 

 스타라인-외국항공사(CA, JAL 등)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탑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 제 3국 경유 (홍콩 / 일본 등): 수화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수령한 경우, 도착하여 바로 출국 Gate 에서 환승 탑승 

 한국에서 환승 티켓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 수령 후, 탑승  

 터미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해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 캐나다 내에서의 환승: 탑승 수속 시 수화물도 함께 붙이기 

 캐나다에 도착하면 바로 입국 심사 완료 후, 수화물을 찾아 환승 수속 

 해당 항공사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티켓 수령 후, 탑승 (짐 함께 붙이기) 

 터미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해당 항공의 Gate와 출발 시간 확인 

▪ 항공 지연 및 취소 대처 방법 

 새로운 항공 스케줄 확인 (항공편, 출&도착 시간 등) 

 픽업자 혹은 유학닷컴 비상전화 연락 

 Transfer(환승) 정보  



입국 하기  



입국 신고서   

 캐나다 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하기 
  

 
▪ 착륙 전 기내에서 기재,  
   입국 심사 시 제출 
  
▪ 앞면은 영어, 뒷면은 불어 
 
▪ 학생비자는 Study,  
  관광비자는 Personal로 표기  
 
▪ 휴대품 확인 
  (무기류, 동,식물, 판매 목적용      
   용품이나 유해 물건 등)  
 :해당 사항 없으면 No로 표기 
 
▪ 체류 기간 명시 (Days로 표시)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 착륙 전 모두 기재 
  - 주소 정확히 기재 
  - 입국 심사 시 제출 
 
  
세관 신고서 작성 
 
   
- 세관은 빨간색으로 표시 된 “유신고 DECLARE” 와 
    녹색으로 표시 된 “무신고 NOT DECLARE”로 나뉨 
 
  - 면세 범위 : 담배 200개비, 시거 50개비, 향수 50g, 
                  주류는 양주 1.14L or 와인 1.5L or 맥주 8.5L 까지 



입국 절차   (밴쿠버 및 토론토 ) – 다음 페이지 공항별 도면 참고 

<밴쿠버 및 토론토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  
*첫 도착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쳐야 함.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2층에서 1층으로 가면 입국 심사대가 나온다. 
Canad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와 Visitor 로 나눠 입국 심사하므로,  
관광/학생비자는 Visitor 로 줄을 선다.  
 
1) 여행비자(6개월간 무비자) 입국자 : 이곳에서 심사 후 입국도장 받으면 완료  
    => 짐 찾고 나오면 완료됨.   
  
2) 학생비자 소지자  
  - 위 심사대를 거쳐 수화물대 오른쪽에 있는 이민국(Immigration Office)으로 가서 
    정식 학생비자를 발급.  
  - 첫 번째 입국심사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서류(여권, 입학허가서 등)를  
    보여주면 이민국 사무실로 가라고 함. 
  - 이민국 사무실에서 정식 학생 비자를 발급받음. 그 후 짐 찾음.  
    
  - 일부는 1차 심사 줄에 있을 경우, 직접 1,2차를 한꺼번에 이민국 사무실로 가서  
    받으라고도 할 수 있음.  
      
  - 원칙은 2차 입국심사가 끝나면 수화물을 찾지만, 1차 심사를 끝나고 나서, 먼저  
    짐을 찾고, 2차 심사를 받을 수도 있음. (2차 입국심사대 줄이 길 경우 등)  
 



입국 절차   

비행기에서 내려 트랙을 따라 내려온다 Welcome to Vancouver 

2F 

1F 

[학생, 워킹 비자 입국 심사] 
  •학생비자, 워홀비자 수령 

이민국 

[시민권, 영주권 입국 심사] [관광비자 입국 심사] 

짐 찾는 곳 

다른 지역으로 Transfer 할 경우 
            2층으로 이동 

세관 신고서 제출 Air Canada 

수하물 수속 : 
Air Canada로 온 경우, 이곳에서 바로  
체크인 (짐 위탁) 후 2F으로 올라가며,  
대한항공으로 온 경우 2F으로 올라가서  
체크인 해야 함 

세관 신고서 제출 

밴쿠버 최종 도착일 경우 

EXIT 

(밴쿠버 직항 / 밴쿠버 경유) 



(토론토 직항) 입국 절차   



입국 절차   

밴쿠버 공항 도착  

- 비행기에서 내리면 미국편 연결 또는 캐나다 입국 통로 표시 

- Canada Arrivals 표지판을 따라감 
Canada 도착  

및 국내선 연결 

USA 연결 
여정만 해당 



입국 절차   

  입국 절차  
    - 입국 심사대(관광비자) 혹은 이민국 사무소(학생비자) 

 → Baggage Claim에서 짐을 찾음 -> 세관 심사대 통과  
 → 캐나다 국내선 연결장소에서 다시 짐을 부침 
 → 국내선 청사로 이동 후 다시 탑승수속(Chech-in) 후 연결편 탑승  

Baggage Claim Area  
(짐 찾는 곳)  

캐나다 입국 심사대 
(관광비자 대상) 

이민국 사무소 
Canada 
Immigration  
(학생비자 대상) 



입국 절차    

입국심사 받기 

- 캐나다 내 처음 도착 공항(Vancouver, Toronto)에서 입국 심사 

- 관광비자 / 학생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는 법 숙지하기 

 

입국심사 시 질문 유형  

-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 Where will you be studying? 

-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 Do you have a return ticket? (관광비자) 



입국 절차 - 관광비자    
 

관광비자 소지자 

 -  1차 심사만 하거나 필요 시 추가적, 2차 심사를 함   

→ 1차 심사 후: 6개월 체류 도장  

→ 2차 심사도 할 경우: 수기로 날짜를 따로 적어줌)  

-  여권, 왕복 항공권, 입국 신고서, 입학허가서 등 제시 
-  필요 시 여행 경비 증명 (현금이나 신용카드) 
-  6개월 이내 체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야 함  
-  학교 등록에 대해 솔직히 밝힘 

※ 2012년 4월부터 입국
도장이 네모도장에서  
동그라미 형으로 변경 



입국 절차 - 학생비자   

유학 허가증 소지자 (학생비자) 

 ▪ 이민국 사무소로 바로 가서 입국 심사 

▪ 입국 심사 :  

  여권, 유학 허가증, 입학허가서, 학교/숙소 관련 서류 제시 

  이민 담당자와의 인터뷰 (일반적인 문답)  

  학생 비자 발급 (Student Authorization)  

  영문 이름과 비자 만료 기간을 확인할 것  

  보통 입학허가서 기간 + 1~3개월 기간을 허가  

  캐나다 이민국 사무소 (Canada Immigration) 

▶ 관광비자-2차 또는 학생비자,  

         워킹 홀리데이 입국 심사 



비자 정보 – 학생비자 샘플   

STUDY PERMIT 

비자만료기간 



입국 시 유의사항   

비행기 갈아타기 (Transfer)  
 
  1) 세관 심사 통과 후 전면으로 10M 이동(Domestic Counter) 
    ▪ 같은 항공사일 경우  

 도착할 비행기까지 한꺼번에 탑승권(Boarding Pass) 발급  
 이미 탑승권이 있는 경우는 짐을 부치고 게이트 확인  

    ▪ 다른 항공사일 경우  
     : 탑승권이 없는 경우는 다시 탑승권을 받아야 함         
                            

  2) 공항 3층으로 올라간 후 국내선 출발지 (Domestic Departures)로 들어감  



학교 생활  



학교등록 첫날 

 등록하기 
     - 여권, 입학허가서, 사진, 필기도구 준비 
 

 Placement Test 
- 영어평가 시험 
- 토플/토익 형식(문법, 어휘, 단문독해,인터뷰) 
- 한국 학생은 중,하 레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Orientation 
- 학교설명, 시설이용, 규정설명 
- 비자, 숙소 설명 등 

 

 학생증(Student ID Card) 
- 하나의 신분증 
- 학교 시설 이용 시 필히 소지 

    (예: 도서관, 수영장, 식당 등) 
- 기타 학생 할인 혜택 

 
 



학교 / 숙박 연장 

 학교 연장 
  1. 기존 학교 연장 
      - 학교에 연장 의사 전달 
      - 학교로부터 입학확인 및 학비 납부 
      - 비자 연장  
   
  2. 학교 재수속 
     - 담당 상담원 통해 새로운 학교 정보 및 필요서류 확인 
     - 새로운 학교 등록 및 학비 납부 
     - 비자 연장  

  

 숙소 연장  
   학교 숙소 담당자에게 숙소 연장 의사 전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연장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촉박하게 연장 의사 전달할 경우, 기존 숙소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비자 연장   

▪ 비자 기간 만료 전 갱신 
⇒ 해당 서류 준비 후 비자 완료일보다 최소 2개월 전에 알버타주의 이민국으

로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공통 

  연장 신청서 (학교에 비치) 
  체크리스트 
  여권 사본 (사진, 만료기간, 입국 시 찍힌 도장이 있는 면) 
  학생 비자 사본  
  현지 은행 본인 통장의 영문 잔고증명원 
    (학생비자 $5,000 이상, 관광비자 1개월당 $1,500 이상)  
  비자 신청료 영수증 (학생비자 CN$125, 관광비자 CN$75) 

 
▪ 그 외 서류 

  학생비자 : 진학 예정 입학허가서, 기존 학교 성적증명서,  
                  신검 영수증 (혹은 확인서) 
                  *1년 이내 신검을 받았을 경우 한국에서 가져가야 함.  
 
    관광비자 : 귀국 항공권 사본 

 



현지 생활   



주거와 생활문화 

◈ Homestay (홈스테이) 
- 민박 가정(1, 2, 다인실/ B&B/HB/FB/Self-catering) 
- 장,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 Student Residence (기숙사) 

- 사설/부설 기숙사 
- 장,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 Flat Share/Room Rent (아파트, 자취방) 

- 장, 단점 
- 주의할 점(사례별) 

 



기숙사 

개요 
- 주로 사립 기숙사  

      - 학교까지 도보통학 ~ 교통수단 이용 20분 
- 보통 2~4인실, 공동욕실, 세탁 셀프, 식당 이용  

 
 

 

장점 단점 

보통 학교까지 가까이 위치 
학교시설 이용용이(도서관/체육시설 등) 
자유로운 생활보장 
외국 학생과 24시간 함께 생활 

편리한 만큼 방관하기 쉽다 
비싼 비용 

기숙사 주의사항 
  - 신청 시 계약 조건 및 환불 규정 숙지  

→ 연장/취소 가능 여부, 신청 기한 및 방법 
  - 입실 보증금 (Security/Key/Damage Deposit)  

→ 퇴실 후 환불 가능 
→ 입실 시 가구 손상 여부 체크할 것 

  - 기숙사 생활 규정 숙지 (금기 사항 엄수)  
  - 룸메이트 변경 신청 

→ 학교 숙소담당자 혹은 기숙사 사무소로 신청 



홈스테이 
개요 
    - 캐나다 현지인 가정에서의 하숙 
    - 학교까지 도보 ~ 대중교통 이용 30분~1시간 
 

 
장점 단점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 
현지 문화 체험 가능 
가구 완비 

학교까지의 통학거리 
각종 생활의 제약조건 
 

주의할 점 

- 시간 지키기(식사, 입실/ 퇴실 날짜, 하교시간, 외박 등) 

- 친구 초대할 때 사전통보(친구와 동행 시) 

- 세탁 시 사전 합의, 규정에 따르기 

- 전화사용(사전 합의, 전화카드 사용) 

- 가전제품 사용(컴퓨터, TV, 전자레인지, 다리미 등) 

- 도난문제 

- 금연/ 금주 /소음 

- 욕실 사용 

            ※ 아이 있는 집, 동물 있는 집 



홈스테이 
  침실 문화  

- 침실 정리 정돈 

- 침실 문 개방 

- 돈, 귀중품 관리 

- 기구 설치 및 위치 변경 

- 잠시라도 나올 경우 스위치 내리기 

- 절대 금연 & 절대금주 

- 친구 초대 

- 난방 
    욕실 문화  

- 바닥에 물 흘리지 않기 

- 늦은 시간 샤워 자제 

- 물 아껴 쓰기 

- 화장실 사용 후 문 개방하기 

- 휴지 변기에 넣기 

- 사용 후 물기 닦기, 간단히 정리하기 



홈스테이 

  거실 문화  

- 거실은 공동의 공간 

- 가족을 위해 간혹 피해 주거나 양보 

- 방에 들어갈 때는 밝게 인사 

- 조용 조용 다니기 

식당 및 음식문화  

- 자신의 자리 확인하기 

- 먹는 소리 내지 않기 

- 음식 먹는 채로 얘기하지 않기 

- 자신의 접시는 스스로 치우기 

- 다 먹었다고 해서 먼저 일어나지 않기 

- 냉장고에서 함부로 꺼내먹지 말기 

- 한국음식을 가져 오거나 냉장고에 넣지 말기 

- 식탁 앞에서 되도록 밝게 대화하기 

      - 개인방 자물쇠 설치 불가 (캐나다 소방법상 개인방 자물쇠는 금지)  



홈스테이 관련 사례 Q & A 



아파트 

개요 
- 학교까지 도보 통학 ~ 교통수단 이용 대략 30분 소요 
- 부동산, 학교의 Housing Office  등을 통해서 구함 
- 대부분 6개월 ~ 1년 계약, 보증금 있음  

 장점 단점 

편리하다 
Share할 경우 저렴하다. 

한국 학생과 함께 생활 가능성 높다 
유혹이 가장 많다 
비행의 길로 접어들 확률 높다 

아파트 구하기 
  - 구하는 방법  

→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게시판, 친구/지인의 소개 
 

  - 주의 사항 
→ 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계약 
→ 계약 시 계약 조건 충분히 숙지 

• 보증금 환불 방법 (보통 2~4주분 Deposit)  
• 취소 통보 기간 (보통 1~2달 전 Notice) 
• 부가 비용 발생 여부 (전기세, 수도세 등 Bills) 
• 제공 시설 (세탁기, 식기, 케이블TV, 인터넷 등)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 

- 여권 
-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학교 학생증 

- 예치할 금액 

-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현지 주소  
 
 은행계좌 종류 
- 보통예금(Saving Account) 
-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 현금카드(Check Card, Cash Card) - 신청 가능 
 
※ 귀국 시 필히 계좌를 닫고(Close) 올 것 
  → 잔고에 따른 수수료 부과 누적위험 



대중 교통 안내 및 교통 카드   

 ▪ 대중 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Sea Bus 등 대중 교통 기관 발달 
 1개월 단위의 정액권을 이용하면 저렴 
BC: translink.ca, 토론토: transit.toronto.on.ca 
캘거리: calgarytransit.com 몬트리올: lmetrodemontreal.com/index-e.htm   
 
 
 

 

 밴쿠버 Regular Fares (Single) 
Fare Cards 

(Monthly Card) 
Fare Saver Tickets 

(10 tickets) 

1 zone $2.75 $91 $21 

2 zone $4.00 $124 $31.5 

3 zone $5.50 $170 $42 

- 토론토 : Monthly Metro pass $126 / Single fare $3   
- 캘거리 : Monthly pass $90 / Single fare $2.75 
- 몬트리올 : Monthly pass $70 / Single fare $2.75 

 ▪ Monthly Pass / Metropass  
• 1개월 정기권으로 전철, 버스, Seabus 무제한 사용 
• 도시 별로 비용은 다름 
• 매월 25일 이후 부터 월 초까지 판매 
• 세븐일레븐, London Drug, Safeway 등 대형 수퍼에서 구입 

 

Single pass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위는 2013.1월부터 적용. 2012년 대비 약 10% 인상된 요금임 
•평일 6시30분 이후와 주말에는 존에 관계없이 1존으로 사용 가능함.  

http://www.translink.ca/
http://transit.toronto.on.ca/
http://www.calgarytransit.com/


취업 및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 Work Permit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불법 

 
인턴쉽 

- 학교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 과정 수료 후 학교 추천 회사에 지원 

- 고급 수준의 영어실력 필수  

- 유, 무보수 인턴쉽 
 



캐나다 문화 Tips   

 소개 받을 때는 보통 악수를 청한다.  
     → 여자나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 
 짧은 방문이라도 꼭 선약을 하고 간다. 
 나이, 수입, 교육, 종교 등 사생활 질문은 금기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한다. 
 타인을 똑바로 계속하여 응시하는 것은 실례 
 대화를 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동성 친구간의 친근한 행동도 오해 받을 수 있다. 
 은행, 슈퍼 등 공공장소에서는 줄서기를 생활화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뒷사람을 배려한다.  
 실내는 겨울이라도 쌀쌀하게 온도를 유지한다.  
 매사에 근검절약을 실천한다.  
 Thank you, Excuse me, Please를 습관화 한다. 



각종 사고 대처 방법   

질병 및 의료사고 

- 가까운 병원 혹은 Family Doctor를 찾는다.  

- 위급할 경우 응급실을 이용시 (비용청구됨 약$900) 

- 어떤 형태이든 보험 가입은 필수 

 

 

약국(Chemist, Pharmacy) 

   - 간단한 비상약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 

    - 간단한 비상약은 각종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 (London drug 등) 
    - 대부분 오후 6시 업무종료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음)  



각종 사고 대처 방법   

 교통 이용 관련 주의 사항 
 

• 자동차 앞.뒷좌석 벨트 착용  

  - 자동차 이용 시, 앞.뒷좌석 안전 벨트 미착용 시 $200 벌금 

 
     • 한국과 달리 탑승 시 티켓 체크 하지 않지만,   
       기계 통해 반드시 자발적 개표 과정 (validate) 해야 함. 
       * 밴쿠버의 스카이 트레인 및 버스   
 
       - 차표를 가지고 탑승했으나, 기계에 넣어 validate 하는 것을  
         모르고 탈경우 검사관에게 잡힐경우 벌금을 받음(약 $175) 
         법원에 이의 제기 하게 되면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한 상황 발생.  
     
     •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탈 경우, 운전사와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이 안전하다.  



각종 사고 대처 방법   

 화재 경보 관련 주의 사항 
 

• 화재 경보 사례 

  -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연기를 많이 피우는 요리(삼겹살 등) 로 인한 화재 경보 발생  

 
     • 화재 경보 발생 시, 원인제공자 본인이 비용 부담 
       화재 혹은 과도한 연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소방차 출동 및 구조 
       비용(약 50~60만원)을 납부해야 함   
       

※ 화재 발생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 경보가 불필요하게 울리지 않도 
   록 주의 필요 (실내 흡연 및 요리 시 주의 요망) 



각종 사고 대처 방법   

싸움 또는 폭행 상황  
 

  • 싸움 
-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같이 때렸다고 해도 상해를 입힌 만큼 보상, 치료비 배상은  
   피할 수 없음. 경찰신고 등 사안에 따라 심각한 재판까지 갈 수 있음.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하더라도 폭력은 절대 금지  
(사례) 평소에 주변정리를 하지 잘 안 해서 감정이 좋지 않던 룸메이트와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 학생이 먼저 때려서 맞받아 때렸는데  상대방 학생이 얼굴을 심하게 다쳐 
         1500달러 보상금 지불. 상대 학생이 고소하겠다는 것을 겨우 중재.  

         
  • 폭행 

     - 주로 밤늦게 귀가하다가 불량배들에게 구타 및 절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길을 묻는 척 접근한 3인조 불량배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가방을 통째로 빼앗겨 여권/휴대폰/현금 분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음.  

            ⇒ 보험적용 및 기타 행정절차를 위하여 경찰 신고 필수!  
                 가능하면 다친 부분을 촬영하여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를 꼭 받을 것.  

 
     ※ 밤 늦게 다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위험한 행동.  
      특히, 술 먹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갱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음.   
    



각종 사고 대처 방법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입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항공권 분실한 경우 

  짐(수하물) 분실한 경우 

  비행스케줄이 변경 혹은 연착된 경우 

  공항마중 나온 사람을 못 만난 경우 

  숙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금품갈취를 당한 경우 

 성적인 공격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타 폭행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성희롱 및 유의사항 

 음주 및 흡연  



유학생 보험 가입하기  

가입 후 발급 서류  
   
  - 보험 증서: 국문 가입증명서, 영문 가입증명서 각 1부 
  - 보험 카드: 휴대용 카드 (가입자 조회용 카드로 지갑에 
                                  항시 소지 필수) 
  -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현지 병원 이용 및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 증서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 결제 
  - 병원의 원본 진단서와 영수증 수령 
  -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한국지사)로 보험금 청구하거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 현지 클레임 센터로 청구 가능 
 
       * 임신, 출산, 유산,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음 (그 외 약관 미리 확인)  

유학생 보험가입  

  - 가입 하고자 하는 기간의 보험료 일시불로 납부 

  -  상해.질병 보상 한도 $30,000 이상 가입 추천 



꼭 지켜야 할 현지 안전 가이드   

▪ 공공장소 및 숙소에서의 자신의 소지품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갑, 가방,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  

▪ 한적한 곳에서 핸드폰이나 고가품 사용 노출시 날치기 당할수 있습니다.  

▪ 많은 현금 및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마세요. 

▪ 저녁 늦게 자동인출기(ATM) 사용은 조심하세요. 

▪ 만 19세 이상만 음주를 허용하고 있어요.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입니다. (거리, 공원, 해변가 등)  

▪ 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해변 산책, 한적한 지역을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해요. 

▪ 늦은 밤 또는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조심하세요. 

▪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을 경우, 무작정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창문만 내린 후에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 서명을 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아파트 계약, 차량 렌트 등) 



귀국 항공권   

항공권(귀국 항공권 포함) 예약 및 변경 
 

- 변경 및 예약은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3달 전  

- Re-confirm은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 

- 주말 및 공휴일 변경 불가, 변경처리 24시간 소요 

- 예약 변경 시 항공사에 따라 수수료 부가 

 
항공권의 환불 
 

- 발권 전 환불조건 확인 

- 환불은 발권여행사에서 하며 30-45일정도 소요 

 



귀국 항공권 체크 

■ 항공권(귀국 항공권 포함) 예약 및 변경 

   - 변경 및 예약은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3달 전  

   - Re-confirm은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 

   - 주말 및 공휴일 변경 불가, 변경처리 24시간 소요 

■ 항공권의 환불 

   - 발권 전 환불조건 확인 

   - 환불은 발권여행사에서 하며 30-45일정도 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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