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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와 여행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캐나다 입국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꾸 변경되는 입국 요건과 

자가격리에 불안하신가요? 

모든 업데이트된 내용은 https://travel.gc.ca/travel-covid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그랬던것 처럼,  2 년이상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에 관한 걱정과 위험요소들에 

관하여 걱정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위험들은:  

• 코비드 변종 감염의 위험 

• 더 많이 아플수 있을 위험 

• 자가격리를 해야할수 있는 위험 

•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할수 있는 위험 

• 더 오래 머물러야 할수 있는 위험 

• 돌아올 비행기가 적을 위험 

• 서포트를 받기 힘들수 있는 위험 

•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의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게 되는 나라의: 

• 입국 필요조건 

• 허락된 백신 종류, 증명서 업로드법, 증빙가능 방법 조건 

• 필요한 검사/검사가능 장소, 만기, 결과 확인법등 

• 자가격리 방법/장소/기간 

• 여행보험 : 여행과 건강 커버범위, 클레임법등 

• 연락처: 캐나디언 대사관, 로컬과 해외 서포트, 은행/카드사, 보험/여행사등 

또한 여행보험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travel.gc.ca/travel-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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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드 관련 의료비용 

• 자가격리 비용 

• 다른 여행 관련 건강 & 응급시 비용 

• 코비드로 인한 여행연장시 비용 

• 여행 중단으로 인한 비용 – 숙소/식사/비행편 등 

• 여행 취소로 인한 비용 배상 등 

여행후 캐나다로 돌아올때, 혹은 가족/친척 방문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경우: 

현재 (2022 년 6 월 21 일 기준) 캐나다에서 인정해주는 코비드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현재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코비드 백신들은:  

 AstraZeneca / COVISHIELD (ChAdOx1-S, Vaxzevria , AZD1222) 

 Bhara t Bio tech  (Covaxin , BBV152 A, B, C) 

 Janssen / Johnson & Johnson 

 Medicago Covifenz 

 Moderna  (Spikevax, m RNA-1273) including  for ch ild ren  aged  6 to  11 
yea rs 

 Novavax (NVX-COV2373, Nuvaxovid , Covovax) 

 Pfize r-BioNTech  (Com irna ty, tozinam eran , BNT162b2) including  for 
ch ild ren  aged  5 to  11 yea rs 

 Sinopharm  BIBP (BBIBP-CorV) 

 Sinovac (CoronaVac, PiCoVacc) 

 

캐나다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입국조건은 수시로 바뀌니, 캐나다 밖에서 나가기 전에, 또 

다시 들어오기전에 꼭 체크하여서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https://travel.gc.ca/travel-covid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s://travel.gc.ca/travel-cov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