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웨스트 준주 추천 프로그램의
이민 비자 신청 대기자 수가 캐나다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원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

노스웨스트 준주 소개:

노스웨스트 준주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노스웨스트 준주 추천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개별맞춤형 관심
사항까지 지원 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이행됩니다.

• 오일가스업
• 광업
• 소매서비스업
• 요식업
• 제조업
• 수산업
• 농업
• 영화업
• 관광업
노스웨스트 준주(NWT) 추천
프로그램은 본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모든 경제 부문은 본
프로그램의 사업 비자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얼음 위를
가장 먼저 걸을 수 있는 곳, 가장 먼저
카누를 탈 수 있는 곳, 가장 먼저 눈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아주 멋진 곳이며 가족들에게 교육,
일, 의료, 여흥 등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흥미진진한 일상
생활을 통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방문
및 사업
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

영주권 취득을
위한 방법:

노스웨스트 준주는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친절하며
든든한 추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래미 K., 예로우나이프에서
JAVAROMA(자바로마 고급커피숍) 운영.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

노스웨스트 준주 추천 프로그램과 사업 비자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ww.immigratenwt.ca/start-a-busines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 1-855-440-5450
이메일: immigration@gov.nt.ca

세이지 S.
래미 K.

세이지 S.,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Sushi North(스시 노스) 식당 운영.
래미 K.,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Javaroma(자바로마 고급커피숍) 운영.

노스웨스트 준주 추천 프로그램의 사업
비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준비할 사항은 진행 사업 개념과 노스웨스트 준주 방문
의향이 전부입니다. 참조: 본 책자에 소개된 단계별 정보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신청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ww.immigratenwt.ca/start-a-business/guidelin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평가

첫 번째 순서: 적용 기준 통과.
두 번째 순서: 노스웨스트 준주 방문 및 친절한
추천 프로그램 담당 직원과 면담.
세 번째 순서: 신청인의 진행 사업 개념 요약과
노스웨스트 준주 방문 기간에 수행했던 연구
실적 등이 포함된 의향서 제출.

두 번째 단계:

지원

세 번째 단계:

승인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 단계가 진행됩니다)

네 번째 순서: 초청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공식 지원서 제출.

여섯 번째 순서: 제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이행합의서 서명.

다섯 번째 순서: 추천 프로그램 담당자의 지원서 검토.

일곱 번째 순서: 약 20개월 동안 책임하에 사업
관리 및 운영.
여덟 번째 순서: 영주권 신청.
• 필요 사항 모두 충족 시 추천인증서 수령.

노스웨스트 준주 추천 프로그램 사업 비자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ww.immigratenwt.ca/start-a-busines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보:

노스웨스트 준주의 총 면적은 1,346,106 제곱 킬로미터로서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를 통틀어 세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44,500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도인 엘로우나이프는
캐나다 전체에서 두번째로 높은 67%의 고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0°C 와 영하 40°C 사이이지만 여름에는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영상 20°C 과30°C 사이로서 아주 따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