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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TA)란?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가는 비자 면제 
외국국적자에 대한 입국 요건입니다. 이들 여행자가 
승용차, 버스, 기차 또는 배(유람선 포함) 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eTA가 필요한가?
• 비자 면제국 시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가거나 통과여객으로 캐나다의 공항을 경유할
경우, 출발 전에 eTA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는
예외입니다.

•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갈 때 eTA 및 미국 영주권 카드(Green Card)가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국의 학업허가 및 노동허가 소지자 – 
학업허가 및 노동허가는 여행증명서가 아닙니다.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가려면 eTA가 필요합니다. 
학업허가 또는 노동허가를 받으면 eTA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eTA를 받을 수 있나?
비자가 필요한 특정 국가 시민의 경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갈 때 비자 대신 eTA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행자가 승용차, 
버스, 기차 또는 배(유람선 포함) 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여전히 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eTA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 캐나다 시민(이중국적자 포함 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갈 때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자(PR)는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 또는 PR Travel Document(영주권자
여행증명서 - PRTD)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합니다.

• 주의 - 과거 캐나다 거주자: 영주권자 지위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과거 캐나다 거주자는 
지금도 영주권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 지연을 피하려면 선택 가능한 
옵션을 참고하십시오.

언제 eTA를 신청해야 하나?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분 내에 eTA가 
승인되지만 몇몇 신청건은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TA 신청 방법은?
스캠을 조심하십시오: 오직 공식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Canada.ca/eTA에서만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은 여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 및 
인터넷 접속뿐입니다. 신청료는 CAD$7이며, 발급된 
eTA는 최장 5년간 유효합니다.

eTA 신청시 흔히 범하는 이런 실수를 
조심하십시오!
eTA 신청서에 여권 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가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eTA 
도움 가이드(eTA Help Guide)의 설명에 따라 여권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여권 신원 정보 페이지
(사진이 있는 페이지) 상단의 여권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십시오.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십니까?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ntry-requirements-country.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ntry-requirements-country.html#Visarequired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apply-visitor-visa.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dual-canadian-citizens-visit-canada.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apply-renew-replace.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apply-renew-replace.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travel-document.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am-i-pr.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am-i-pr.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html?utm_campaign=eta_20150417_travel&utm_source=online_vanity-url&utm_medium=web-marketing&utm_content=canada.ca-eta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eta/korean.pdf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eta/korean.pdf


여권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공항에서의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일단 eTA가 승인되면 eTA 승인 이메일에 기재된 
여권 번호가 실제 여권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치하지 않으면 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uick eTA facts for Travel Agents

eTA 신청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Canada.ca/eT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fter-apply-next-step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html?utm_campaign=eta_20150417_travel&utm_source=online_vanity-url&utm_medium=web-marketing&utm_content=canada.ca-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