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ÉEN / KOREAN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캐나다에 입국한 코로나19 유증상 여행자 및 코로나19 검사 양성판정을 받은 여행자에 대한 필수
격리 요건

!

경고: 이 유인물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캐나다 내 코로나19노출 위험 최소화
명령(예방격리, 격리 및 기타 의무)’에 따라 귀하가 준수해야 할 검역관, 검사관,
보건부장관의 지시가 담겨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명령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귀하가 이 명령을 지키도록 모니터링, 확인 및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격리
시설로 이송되거나 벌금 및/또는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가 전화 (1-888-336-7735) 할 것이며, 격리 조치 준수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4일간 이 유인물을 보관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정부의 출입국 검역 조치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변종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위해 ‘예방격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까지 14일이 걸릴 수 있으며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귀하는 ‘캐나다 내 코로나19노출 위험 최소화 명령(예방격리, 격리 및
기타 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유증상자, 본인이 감염되었음을 아는 사람, 캐나다 입국 당일 또는
입국 전10일 이내에 채취된 검체로 실시된 코로나19검사에서 (검사 종류에 관계없음)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상기에 해당하는 사람과 여행을 함께 한 사람은 모두 반드시 즉각적으로 아래의 지침에 따라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 지침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격리
• 지체없이 곧바로 격리
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검사관이나 검역관이

지시대로 코로나 19
검사받기
•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분자
검사를 받으십시오.
• 격리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보고 및 관찰
• 격리장소에 도착했음을 48시간 이내에
ArriveCAN을 통해 또는 (ArriveCAN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지시하는 대로 격리를

검사 결과 사본을

없는 경우에) 1-833-641-0343로 전화해

시행합니다.

보관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 적절한 격리장소에서

• 격리기간 중 요구가 있을 시,

10일간 격리합니다.

캐나다 정부, 주/준주 정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 주십시오.

또는 지역 공중보건당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격리장소로 이동하기
• 격리장소로 이동 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 비행기, 버스, 열차, 지하철, 택시 또는

승차공유서비스).
• 이동 중 개인 차량에 혼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질의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가능한 한 최대로 차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 이동 중 정차하여 다른 곳에 들르거나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증상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지역보건당국 (아래 참조)에 연락하십시오. 만일 코로나19
검사 (종류 관계없음)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 24시간 내에1-833-641-0343에 전화하여 PHAC(캐나다 공중보건당국)에 보고하십시오. 캐나다
공중보건당국 직원이 추가 상세 정보와 지시를 드릴 것입니다.
• 거주하는 주/준주에서 요구하는 격리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10일간 추가로 격리하십시오.
• 아래에 있는 해당 보건당국에 연락해주십시오.
격리기간은 다음 중 더 빠른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 검사 제공자가 코로나 검사일을 인증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일, 또는
•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코로나 19의 일반적인 증후와 증상에 대한 정보: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sympto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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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중 행동 요건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

가능한 한 피해야합니다.
•

로비, 안마당, 식당, 체육관 혹은 수영장
같은 공용공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가피하게 동거인과 공간을 공유해야

"

한다면 모두가 의료용 등급의 마스크를

" 필수 의료서비스나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착용하십시오.

방문객이 올 수 없습니다.
검역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 격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생필품 (예, 물, 음식, 약,

제외하고는, 격리장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난방)을 수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 식료품, 또는

의료서비스를 꼭 받아야 한다면:

•

기타 생필품들은 무접촉 배달을 위해 문 밖에까지만

•

전달되도록 합니다.

의료용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집 밖에 나가는 것은 동거인들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전용 발코니나 마당으로 나가는 것만

•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허용됩니다.
! 별도의 침실과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공중보건당국
주/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화번호
알버타주,

사스카츄완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811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주, 노스웨스트준주, 유콘준주
마니토바주

1-866-626-4862

온타리오주

1-866-797-0000

퀘벡주

1-877-644-4545

누나부트준주

1-867-975-5772

주/준주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자원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symptoms/provincial-territorial-resources-covid-19.html

자세한 정보: 1-833-784-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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