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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안내
나이아가라



여기에서  살기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기에 완벽한, 
가족 중심의 따뜻한 지역사회, 캐나다 
나이아가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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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는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평균 주택 재판매 
가격 388,500달러MLS $CDN 2017

캐나다의 대도시 중  
교통 혼잡이 가장 적음

토론토 및 전 세계에 
접근이 용이함
• 여름철 토론토발 

GO Train 서비스
• 2021년 매일 GO Train 

서비스 운영 예정
• 1시간 이내 거리에 

공항 7개 위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시설 완비

• 골프 코스 40개
• 경기장 30개 이상
• 자전거 전용 도로 

300km 이상

상위

10
캐나다의 대도
시 지역 중범죄
율이 가장 낮은 
10대 지역

탐험하고 즐길수 있는 
자연 경관

• 나이아가라 급경사면
• 이리 호수
• 온타리오 호수세계적인 관광지의  

활동 및 명소
• 나이아가라 폭포
• Shaw 축제
• 카지노 및 라이브 공연장
• 축제 및 이벤트
•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점

A+ 교육 선택권 및 국제 학생 
프로그램

• 초등학교 137개 
• 중등학교 26개 
• 사립학교 11개 
• Niagara 대학 
• Brock 대학교

나이아가라 와인 
루트 

96+ 와이너리

수제 맥주 혁명

13+ 지역 맥주 공장
(계속 증가 중)

보너스 나이아가라의 
고유한 지형이 제공하는 미세 기후 
덕분에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방법만으로 나이아가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는 토론토와 미국 국경 사이 
온타리오주 남부 골든 호스슈 지역에 
이상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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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위치

자동차로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1억 3천만 명 거주
800KM 
(500마일)

캐나다 나이아가라는 단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고, 중소도시와 작은 마을을 포함한, 많은 
지역사회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 나이아가라에는 포트 이리, 펠럼, 그림즈비, 
링컨,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포트 콜본, 세인트 캐사린즈, 쏘롤드, 웨인플리트, 
웰랜드, 웨스트 링컨 등 12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이 지역의 전체 면적은 1,852km2, 전체 인구는 
449,098명입니다.

• 이 지역에는 세인트 캐사린즈, 나이아가라 폴스, 
웰랜드 등 3개의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 주요 자연 지형지물로는 온타리오 호수, 이리 
호수, 나이아가라 급경사면이 있습니다.

• 이 지역은 자동차로 3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2백여 만명이 거주하는 성장 지역의 
일부입니다.

• 나이아가라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에서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멋진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계절에 
따라 나이아가라와 토론토 사이를 매일 운행하는 
GO Train(2021년부터 운행 예정)에 느긋이 앉아 
경치를 감상해보세요.

• 자동차로 1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경 관리소 5개 및 공항 7개가 
있어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세계 어느 곳으로나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ST. CATHARINES

NIAGARA-
ON-THE-LAKE

NIAGARA
FALLS

WELLAND

FORT ERIE
BUFFALOPORT COLBORNE

GRIMSBY

HAMILTON

BURLINGTON

OAKVILLE

MISSISSAUGA

TORONTO

LAKE ONTARIO

LAKE ERIE

GUELPH

CAMBRIDGE

BRANTFORD

USA

CANADA

LINCOLN

PELHAM

WAINFLEET

WEST LINCOLN
THOROLD

캐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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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위치



여기에서 살기:

생활 기반 구축
거주 장소 찾기
캐나다 나이아가라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주택을 찾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이아가라에서는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장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내나 교외의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원하는 거주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는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주요 고용주는 대개 직원을 채용 중이며, 회사들은 구직자를 위해 
여러 장소에 다양한 업종 및 직업 종류에 걸쳐 채용 중인 일자리에 대한 설명 및 요건을 게시합니다.

나만의 비즈니스 시작
나이아가라에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소유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쉬울까요? 캐나다 나이아가라는 
온타리오주 전체에서 두 번째로 비용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선정되었으며, 조사에 포함된 
미주 전역의 76개 어느 관할구역보다 경쟁력이 높습니다. 기업가들은 나이아가라의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단체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및 안전 
온타리오주의 기본 의료 서비스 비용은 온타리오주 건강 보험 플랜 (OHIP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가 지급합니다. 나이아가라의 건강 관리 서비스는 병원 6개 및 기타 많은 의료 시설이 포함된 정부 
지원 시스템인 Niagara Health에 의해 제공됩니다.

Niagara Regional Police Service는 거주자와 방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는 캐나다의 대도시 지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상위 10대 지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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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생활 기반 구축



여기에서 살기:

교육
어린이 지원 서비스
신생아 및 미취학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를 잘 돌봐주는 탁아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EarlyON 센터에서는 부모와 돌보미가 자녀와 함께 다른 가족 
및 전문가와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학교 및 허가된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어린이에게 
최고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온타리오주의 모든 어린이는 18세 또는 중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 나이아가라에는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안정되고 
평판이 좋은 네 가지 공립 학교 제도(무료) 및 많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 
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은 계속해서 우수한 학업 프로그램, 최첨단 연구 및 세계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는 
Brock University 또는 Niagara College 에서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15개 이상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  아직 캐나다 주민이 아닌데 6개월 이상 나이아가라에서 공부하려면 도착하기 전에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 학생
많은 공립과 사립 중등 및 중등 과정 이후 교육기관에서 국제 학생에게 광범위한 프로그램 및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영어 프로그램
• 도착 서비스 및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 건강 보험
• 클럽 및 문화 활동 
• 광범위한 지원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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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교육



여기에서 살기:

할 수 있는 일
캐나다 나이아가라에는 무한한 재미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주민들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까운 와인 고장의 중심지에 사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많은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에 산다는 것은 나이아가라의 많은 와이너리 중 하나에서 좋아하는 새 와인을 이 지역에서 
생산된 치즈와 함께 즐기거나, 객석에 앉아 세계 수준의 공연을 보거나, 나이아가라 강을 내려다보면서 골프를 
하거나, 최상급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아가라 폭포의 소리에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UNESCO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인 나이아가라 급경사면이 보여주는 자연의 불가사의에 감탄하거나, 
나이아가라 파크웨이를 따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요일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캐나다 나이아가라에는 항상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는 
화창한 날씨와 맑은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많은 지역사회 기반 이벤트와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축하해야 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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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살기:

레크리에이션 
및 야외 활동
캐나다 나이아가라는 고유한 지형 덕분에 사계절이 뚜렷하며, 계절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언제나 나이아가라 지역의 30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48개의 골프 코스, 39개의 
자연보호지역 및 이리 호수와 온타리오 호수의 호숫가와 물가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긴 오솔길인 브루스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나이아가라 급경사면에서 자연의 
불가사의를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캐나다의 국기 스포츠인 아이스하키를 하거나, 나이아가라 
지역의 30개가 넘는 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배워보세요.

연중 언제나 공공 수영장에서 스포츠 시설 및 지역사회 센터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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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살기:

레크리에이션 
및 야외 활동



여기로  이민  오세요

새 집을 찾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는 
이러한 일을 최대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민, 집 찾기, 
취업, 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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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이민
오세요

새 집을 찾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는 
이러한 일을 최대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민, 집 찾기, 
취업, 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민 오세요:

도착하기 전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무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착 전 서비스에 기금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아직 캐나다 나이아가라 밖에 살고 있는 경우 도착 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의 생활 이해

• 캐나다의 구직, 노동 시장 참여 
및 정보 이용

• 언어 및 기타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 도착 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정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필요한 만큼 많은 서비스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Access - Canadian 
Employment Connections
는 국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신규 이민자가 엔지니어링, 
재무 서비스, 인적 자원, 정보 
기술, 판매 및 마케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ild ON은 신규 이민자가 
온타리오주에서 숙련된 직종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anadian Apprenticeship 
Forum은 신규 이민자가 숙련된 
직종에서 수습 업무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lanning for Canada 
는 경제적 클래스 및 가족 
클래스 이민자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비스와 도착 
전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제공합니다.

PrepCan은 경제적 이민자, 
배우자 및 성인 부양가족에게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온라인 도착 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구직 활동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합니다.

Pre-arrival Food Safety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은 숙련된 개인에게 
식음료 업종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서비스 
및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Settlement.org는 도착 전 
웨비나, 리소스 및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착 계획을 제공합니다.

정착 전 서비스의 전체 목록을 검색하려면 캐나다 
정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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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이민 오세요:

도착하기 전에



여기로 이민 오세요:

자리 잡기
캐나다 나이아가라의 처음 며칠은 매우 바쁠 것입니다. 시간을 내 모든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착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하여 해야 할 일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고 지역사회와 연결

거주 장소 찾기

사회 보장 번호 신청

고용 상담사를 만나 구직 활동 시작

건강 카드 신청 

시내 거리 및 자전거 전용 도로의 지도 얻기

은행 계좌 열기

가정 주치의 찾기 

영어 과정 수강 고려

자녀를 학교에 등록

어린이 지원 서비스: 탁아 시설 찾기 

집에서 가까운 공공 도서관 찾기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 신청

민족 문화 및 종교 단체 가입

내 권리에 대한 정보 얻기

캐나다 법률 및 소득세 요건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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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이민 오세요:

정착하기
캐나다 나이아가라에는 신규 이민자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과 신규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착 상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 새 지역사회 탐색 및 알아보기

• 최신 정보 및 리소스 제공

• 고용주, 집주인, 사회복지 및 정부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식 작성 지원

• 개인적 문제 또는 중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및 특수 서비스와 연결

• 즉각적인 정착에 필요한 고용, 건강, 교육 및 법률 문제와 관련된 일부 문서 번역

• 통역사와 연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211에 전화하세요. 211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정보 및 추천 
헬프라인 겸 온라인 디렉토리로, 이를 통해 온타리오주의 지역사회, 소셜 및 건강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211 상담원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전역의 다양한 위치에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정착 상담원이 기타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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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이민 오세요:

정착하기



여기로 이민 오세요: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 캐나다인과 결혼하면 캐나다 시민이 된다.

캐나다 시민과 결혼해도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되려면 
필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캐나다에 오려면 일자리 제의가 필요하다.

취업이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캐나다에 이민 올 수 있습니다.
방문자, 투자자, 학생, 임시 노동자 또는 영주권자로 입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되면 캐나다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려면 대리인이 필요하다.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가 
완전하고 승인될 확률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만 귀하를 대신하여 캐나다 이민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인 공인 변호사

•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 (ICCRC -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에 등록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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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이민 오세요:

일반적인 질문
캐나다, 나이아가라로 이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에서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누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캐나다에서 공부 또는 취업하거나  
캐나다로 이민 오거나, 시민권, 영주권 또는 난민 보호를 신청하려면 IRCC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언어 요건은 무엇인가요?

캐나다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행 이민이란 무엇인가요?

급행 이민(EE - Express Entry)은 온라인 이민 신청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프로필을 제출하
고 숙련 기술 이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순위가 높은 후보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착 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도착 전 서비스는 캐나다로 이민 올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을 위한 무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입
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WWW.SETTLEMENT.
OR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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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
여기로 이민 오세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elcomeniagara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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