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와 여행 

비 필수 목적의 여행에 대한 최신 권고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여행과 코로나 19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여행, 검사 및 국경 

비씨주 내 여행 

여행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여행 전 집에서 따랐던 동일한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해당 타운, 

커뮤니티 및 지역구에서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미리 계획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여행과 코로나 19 를 참조하십시오. 

주 간 여행 

타주나 준주를 여행하는 비씨인은 목적지의 여행관련 제한 사항에 대한 공중 보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준주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타주 및 준주 정부의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알버타: 코로나 19 여행 요건 

 매니토바: 팬데믹 대응 시스템 

 뉴브런즈윅: 여행 정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여행 제한사항 

 노스웨스트 준주(북서부 영토): 여행 + 격리 

 노바 스코시아: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해외여행 

 누나부트: 여행 체크리스트 

 온타리오: 코로나 19 중 여행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여행 

 퀘벡: 캐나다 내 또는 해외여행 지침(코로나 19)사스카츄완: 여행 정보 

 유콘: 국경 및 여행: 코로나 19 

해외여행 

해외여행 조언 및 권고 사항은 캐나다 정부: 캐나다 외부로의 여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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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

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 를 

방문하거나 8-1-1 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해외여행 전 검사 

여행 국가의 입국 요건사항을 따르십시오.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지, 예방접종, 검사, 격리 

또는 기타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씨주에서는 여행 목적이라도 무증상자에게는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위한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씨 

질병통제센터: 비씨주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입국 

2022 년 10 월 1 일부터 육상, 항공 또는 바다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 19 와 

관련된 모든 국경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종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rriveCAN 필수 사용 

 검사 요건 

 자가격리 또는 격리 요건 

요구 사항은 자주 변경됩니다. 여행 전에 확인하십시오. 최신 정보는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여행, 

검사 및 국경을 확인하십시오. 

여행 후 캐나다로 귀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여행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여행과 코로나 19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여행, 검사 및 국경 

코로나 19 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자신, 가족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참조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2 년 9 월 27 일 

여행과 코로나 19 건강란에 제시된 정보는 비씨 질병통제센터: 여행,비씨 질병통제센터: 공중노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여행과 코로나 19 및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여행, 검사 및 국경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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