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전, 여행 및 캐나다 입국을 위한 대응 지침 
 
현재 COVID-19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행 제한 및 검역 요건으로 인해 캐나다로 향하는 유학생 (신입 

및 귀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 여행 및 도착에 관련한  대응 지침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호스트 가정 및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캐나다 교육 기관은 

캐나다 정부, 지방 및 지방 공중 보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규정 및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학생 사전 출발 계획 : 
 
1.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구축 
 
•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지낼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 운전사 또는 호스트 가족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한 후 누구와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 호스트의 휴대 전화 번호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것은 입국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2. 가구 분리 및 물리적 분산 
 
• 기사를 읽으십시오 : 다른 가족과 함께 살 때 여행 후 자기 격리하는 방법  How to self isolate after 
travel when you live with other family members  
•  COVID-19 앱 및 일일 증상 추적기 다운로드 : https://ca.thrive.health 
 
3. COVID-19 음성 판정 
 
5살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는 COVID-19 음성 확인서를 캐나다 입국 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New requirement to enter Canada 기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COVID-19 테스트에 음성 판정을 받으셨어도 도착 후 14일 동안 격리 (자가격리) 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의무 사항입니다.  
 
4. 도착 계획 
 
모든 여행자는 항공편 탑승 전에 ArriveCAN 을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행 및 연락처 정보, 격리 계획 및 COVID-19 증상 자체 평가가 포함됩니다. 여행자는 ArriveCAN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public-
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5. 새로운 여행 규정 (2021년 2월 22일 후)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캐나다에 도착 후 해당 공항을 떠나기 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예가 아닐 경우 모든 항공편 여행자 분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미리 

예약된 호텔에서 최대 3일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지내야 합니다.* 

*동반 보호자 (성인) 없이 입국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호텔 격리에서 면제됩니다. 

 

6. 짐 싸기 
 
학생들은 기내 반입 가방에, 최소 2개의 마스크, 여행용 손 소독제 한 병 및 소독용 물티슈를 담아 

가져와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방에는 캐나다에 도착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 여권 

• IRCC의 유학 허가서 또는 승인 서신 (“소개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 관리인 문서 

• 학교 입학 허가서 

• 홈스테이 프로필 및 연락처 정보 (해당하는 경우) 

• ArriveCAN 영수증, 코로나 테스트 검사 결과, BC주 자가격리 계획 
 
학생 여행 계획: 
 
캐나다 내 목적지로 여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키십시오 

•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손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가능한 적은 표면을 만지십시오 

• 휴대폰 충전 상태 유지 

• 식당이나 상점이 문을 닫을 수 있음으로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 보충 가능한 물병 가져오기 
 
 
 
 



학생 도착 계획: 
 
캐나다에 도착하면 학생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항을 통과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는 “포장”이라고 요약된 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도착한 학생들은 공항을 나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퀴틀람 교육청에 등록 돼있는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비행기가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운전자 / 호스트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 신선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하물을 수거합니다. 

• 수하물 구역을 빠져나와 운전자 또는 호스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전에 합의한 장소로 바로 

이동합니다. 

• 자신의 짐을 차에 넣고 가능한 한 운전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으십시오. 
 
격리 (자가 격리) 계획: 
 
검역법의 일환으로 캐나다 여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2미터 거리 유지). 여행자들은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10일째 

되는 날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객들에게는 해당 공항을 떠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테스트 키트 및 지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여행자는 ArriveCaN을 통해 또는 1-833-641-0343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격리 또는 격리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된 사람들은 격리 동안 매일 

COVID-19 증상 자체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캐나다 정부 공무원은 학생에게 의무 검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합니다. 학생은 1-855-906-5585 또는 613-221-3100으로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