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와 여행 

비필수 목적을 위한 여행에 대한 최근 권고안을 보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C 주 정부: 여행과 COVID-19 

 캐나다 정부: COVID-19 - 여행, 검사 및 국경 

BC 주 내 여행 

여행할 때도 COVID-19 를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실천하는 예방책을 똑같이 따르십시오. 

도시, 지역사회 및 지역의 방문자 정책을 미리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페이지 BC 주 정부: 여행과 COVID-19 를 참조하십시오. 

주/준주간 여행 

다른 주/준주로 여행하는 BC 주 주민은 목적지의 공중 보건 관련 안내문을 보고 여행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주/준주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른 주/준주 정부의 안내문 보기: 

 앨버타주: COVID-19 travel requirements(COVID-19 여행 요건) 

 매니토바주: Pandemic Response System(팬데믹 대응 체계) 

 뉴브런즈윅주: Travel Information(여행 안내)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Travel Restrictions(여행 제한) 

 노스웨스트준주: Travel +Isolation(여행과 격리) 

 노바스코샤주: Coronavirus (COVID-19): international travel(코로나바이러스 - 국외 여행) 

 누나부트준주: Travel and Isolation(여행과 격리) 

 온타리오주: Travelling during COVID-19(COVID-19 중의 여행)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Travel(여행)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vel/current
https://travel.gc.ca/travel-covid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vel/current
https://www.alberta.ca/covid-19-travel-advice.aspx
https://manitoba.ca/covid19/prs/index.html#collapse28
https://www2.gnb.ca/content/gnb/en/corporate/promo/covid-19/travel.html
https://www.gov.nl.ca/covid-19/travel/travel-restrictions/
https://www.gov.nl.ca/covid-19/travel/travel-restrictions/
https://www.gov.nt.ca/covid-19/en/services/travel-isolation
https://www.gov.nt.ca/covid-19/en/services/travel-isolation
https://novascotia.ca/coronavirus/travel/
https://gov.nu.ca/health/information/travel-and-isolation
https://www.ontario.ca/page/travelling-during-covid-19
https://www.ontario.ca/page/travelling-during-covid-19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topic/travel


 퀘벡주: Instructions for travel within Canada or internationally (COVID-19)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지침 - COVID-19) 

 서스캐처원주: Travel Information(여행 안내) 

 유콘준주: Borders and travel: COVID-19(국경과 여행 - COVID-19)

국외 여행 

국외 여행 권고 및 주의보를 보려면 웹페이지 캐나다 정부: Travel outside Canada(캐나다 

국외 여행)를 참조하십시오. 

국외 여행 전의 검사 

여행 목적국의 입국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입국이 허용되는지, 예방접종, 검사, 격리 또는 

기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C 주에서는 여행 목적을 위한 검사를 포함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위한 검사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웹페이지 BC 주 질병통제센터(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Where to get a COVID-19 test in 

BC(BC 주에서는 어디에서 COVID-19 검사를 받나)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입국 

요건이 자주 바뀝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보려면 

웹페이지 캐나다 정부: COVID-19: Travel, testing and borders(COVID-19 - 여행, 검사 및 

국경)를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귀국 후의 자가격리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서비스 BC(Service BC)로 

전화하십시오(1-888-COVID19). 

여행 후 캐나다 귀국에 관한 추가적 정보: 

 BC 주 질병통제센터: Travel(여행) 

 BC 주 정부: 여행과 COVID-19 

 캐나다 정부: COVID-19: Travel, testing and borders(COVID-19 - 여행, 검사 및 국경) 

https://www.quebec.ca/en/health/health-issues/a-z/2019-coronavirus/measures-in-force/travel/travel-canada-or-internationally#c122340
https://www.quebec.ca/en/health/health-issues/a-z/2019-coronavirus/measures-in-force/travel/travel-canada-or-internationally#c122340
https://www.saskatchewan.ca/government/health-care-administration-and-provider-resources/treatment-procedures-and-guidelines/emerging-public-health-issues/2019-novel-coronavirus/travel-information
https://yukon.ca/en/borders-and-travel-covid-19
https://travel.gc.ca/travelling
https://travel.gc.ca/travelling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where-to-get-a-covid-19-test-in-bc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where-to-get-a-covid-19-test-in-bc
https://travel.gc.ca/travel-covid
https://travel.gc.ca/travel-covid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evention-risks/travel
https://www2.gov.bc.ca/gov/content/transportation/driving-and-cycling/traveller-information/travel-affected-by-covid-19?keyword=travel&keyword=COVID-19#alberta
https://travel.gc.ca/travel-covid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 (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캐나다 국내 여행을 하거나 국외 여행 후 캐나다에 귀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이어야 비행기, 기차 또는 유람선을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자는 여행 

전/중/후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페이지 BC 주 질병통제센터: COVID-19 

Public Exposures(COVID-19 공공 노출)를 참조하십시오. 

COVID-19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본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페이지 Coronavirus disease(코로나바이러스병) (COVID-19)를 참조하십시오. 

최근 업데이트: 2022 년 2 월 23 일 

‘여행과 COVID-19’ 보건 특집에 기재된 정보는 웹페이지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Travel,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Public Exposures,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Travel and COVID-19 및 Government of 

Canada: COVID-19: Travel, testing and borders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ublic-exposure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ublic-exposures
https://www.healthlinkbc.ca/coronavirus-disease-covid-19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evention-risks/travel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ublic-exposure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ublic-exposures
https://www2.gov.bc.ca/gov/content/transportation/driving-and-cycling/traveller-information/travel-affected-by-covid-19?keyword=travel&keyword=COVID-19#interprovincial
https://travel.gc.ca/travel-covid
https://travel.gc.ca/travel-cov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