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영사업무시 민원업무 구비서류 안내
□ 민원 신청양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 각종영사업무 ->양식 다운로드 -> 공관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
여 작성후 순회영사서비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위임장 등 공증관련 서류는 미리 서명하지 않고 순회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필요)
- 민원서류는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등 신분에 따라 제출서류가 구분되는 민원들이 있으므로 아래 민원신청 안내표를 필히 참조하시고, 신청
예정 민원에 대해서는 주밴쿠버총영사관(전화번호:604-681-9581) 또는 한인회에 미리 상담
□ 효율적이고 신속한 순회영사업무 진행을 위해 ‘국적상실신고’,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
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 신청’ 등 우편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총영사관에 문의 후 우편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람.
구분

민원종류

성인 신청
(18세 이상)

구비서류

민원처리 기간

- 여권신청서 양식 1부

* 여권 사진 제한사항 등

- 여권 원본 및 흑백사본 1부

전자여권 신청 관련 사항은

- 유효한 체류사증 (캐나다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원본 및 흑백사본 1부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 각종

- 전자여권용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총영사관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여권

영사업무/여권메뉴의 ‘전자여

->14.전자여권발급 반드시 참조)

권발급’을 참조

- 수수료(현금): C$68.90 (면수:48장), C$65(면수:24장)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 기준

*군 미필자 만 24세 93년

- 반송용 등기봉투 (XPRESSPOST-SIGMATURE REQUIRED 스티커 포함) /준비하지 못하는 경
우는 동 비용 $24불을 현금으로 징수

6주~8주 소요
(한국에서 제작후 공관으로

- 여권신청서 양식 1부
- 여권 원본 및 흑백사본 1부

전자

발송하는 기간 포함)

- 유효한 체류사증 (캐나다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원본 및 흑백 사본 1부

여권

- 전자여권용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총영사관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여권

신청

(미성년자 신청 시

->14.전자여권발급 반드시 참조)
- 수수료(현금): C$58.50 (면수:48장), C$54.60 (면수:24장)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 기준
- 반송용 등기봉투 (XPRESSPOST-SIGMATURE REQUIRED 스티커 포함)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신청
(18세 미만)

비고

동 비용 $24불을 현금으로 징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미제출시,
조회 의뢰 시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사본가능,3개월이내_/인감날인된 법정대리인동의
서(사본 가능, 3개월 이내), 법정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8~10주 소요)

생은 국외여행허가 신청 후
허가 난 후 여권 신청 가능
*군 미필자 93년생~97년생
수수료(현금):C$19.5
*캐 나다 P RC AR D 만료 자 는
신청 전 반드시 당관직원과
통화 상담 후 서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여권수령을 희망
하는 경우 민원인 부담으로
DHL 서비스 이용 가능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3~4주 소요

- 법정대리인의 여권원본 및 사본 1부

-4~5주 소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2015.08.01.시행) 작성(각종영사업무->양식다운로드->전자여권양식)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동의하에 전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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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청시 가족관계증
명서 및 기본증명서조회의로시)

구분

민원종류
일반위임장
(재외국민)

제출양식 및 준비서류
- 일반위임장 양식 1부 (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일반위임장 등)
-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체류비자 (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원본 및 사본
- 수수료(현금): C$2.60 - 반송용 등기봉투

민원처리

비고

기간
2주 소요
(2주후송부)

- 시민권자 위임장 양식 1부
(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시민권자에 대한 영사확인 등 )
-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일반위임장

- 수수료(현금): C$2.60 - 반송용 등기봉투

2주 소요

(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부동산 업무 (매매, 등기, 상속, 법원제출용 등), 거주사실증명은 필히

(2주후송부)

현지 공증사(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으로 처리
(수수료(현금): C$5.20

o 해당양식은 홈페이지 다운
로드 받아서 미리 작성해 오
기 바람.
o 위임장 서명란은 미리하지

- 반송용 등기봉투)

마시고 담당영사 면전에서

*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민권자 공증 양식

직접 서명해야 함.

- 인감위임장 양식 1부 (별지13호 서식)
공증업무

인감위임장
(재외국민)

(위임장/

- 여권 및 체류비자(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로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1부(수수료:0.60cent)

2주 소요
(2주후송부)

o 위임장 작성시 국내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필요

- 수수료(현금): C$5.20 - 반송용 등기봉투

인감증명

[유효한 시민권자용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번역문
등)

- (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인감위임장)

- 인감위임장 양식 1부(별지13호 서식)
인감위임장

- (각종영사업무-> 영사확인->인감위임장)

(시민권자)

- 유효한 거소증원본 및 사본(앞면+뒷면) 1부

2주 소요
(2주후송부)

-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수수료(현금): C$5.20 - 반송용 등기봉투
- 당사자 및 제 3자 번역자의 여권 및 체류비자(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 대한민국 정부 발급문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한글 문서 원본 1부 + 사본 1부(영사관제출용)
번역문
인증

범죄경력

증명서 등)가 아닌 사문서는

- 영어 번역문 원본 1부 + 사본 1부 (영사관제출용)
2주 소요

- 수수료(현금): C$5.20 - 반송용 등기봉투

(2주후송부)

번역인증 대상이 아님.
* 사문서에 대한 번역문은

* 번역문 인증은 미리 번역문을 준비하고, 번역자(제3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번역시

현지 정식 번역사 또는 공증

한글본에 없는 내용을 추가 (예: 주소에 KOREA를 추가한 경우) 또는 누락한 경우

인의 번역 공증 후 해당 기

인증이 불가(한글/영문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한 점에 유의

관 바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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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원종류

제출양식 및 준비서류

민원처리

비 고

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 양식 1부
- (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출입국사실증명서 서비스 실시)
-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영사관홈페이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 하단 부분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

양식에 자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자 및 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비자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2주 소요
(2주후송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발급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출입국사실명서와 공인인증

여권 및 체류비자(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 반송용 등기봉투 - 수수료(현금): C$2.60

가능

- 공인인증서 신청은 방문 직접 작성
- 공인인증서 발급 희망 기관 – 3개중 하나만 선택

(시민권자는 신청 불가)

 한국정보인증(주)SignGate ‚(주)코스콤SignKorea ƒ한국전자인증(주)CrossCert
국내에서 발급하신 인증기관은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국내인증기관을 피하셔서
기타
업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전 국내기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2주 소요
(2주후송부)

* 대리신청 불가
- 수수료(현금):

없음

- 반송용 등기봉투
-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양식 1부
(각종영사업무->범죄경력증명->2.범죄경력증명서 명칭. 서식 및 접수. 발급 절차
등 변경 사항 안내)
범죄경력
증명서

- 여권 및 체류비자 (유효한 영주권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대리신청 불가
- 흰 바탕으로 반명함 칼라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4주 소요
(4주후송부)

시민권자도 신청 가능

- 19세 미만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본가능)
- 수수료(현금):

없음

- 반송용 등기봉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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