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예방을 위한 국제학생 안전여행, 도착, 격리 체크리스트
2020년 11월 17일 최종업데이트

학생귀하,
캐나다에 오실것을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안전하게 여러분을 환영할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코로나 감염사태로 코로나 감염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캐나다에
도착후 즉시 14일 필수 자가격리등 국제학생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지켜야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라며, 이수칙을 지키지 않을시엔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거나,
학비환불없이 입학이 거절될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에서 학생에게
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및 홈스테이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iTTTi Vancouver 는 캐나다 연방및 주정부, 보건당국등 관련기관의 규정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함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나는 캐나다 정부의 격리조항을 지킬것이며 이를 위반시엔 6개월징역형과 또는
75만불의 벌금이 부과될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문서에 열거된 국제학생 안전여행, 도착, 격리 체크리스트 내용에 동의합니다.



나는 권장받은 BC 주정부 자가격리계획서 https://travelscreening.gov.bc.ca/ 를 작성하고
인쇄하였으며 ArriveCAN App 과 BC COVID-19 App 에도 등록했습니다.
**필수사항: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전에 반드시 위에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등록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엔 탑승이 거절될것입니다.



나는 캐나다 도착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포함하여 BC 의료보험 신청전까지
체류기간동안 COVID-19 치료가 포함된 의료(여행)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Name:
Signature:
Date:

학생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캐나다 여행및 도착후 격리시까지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캐나다 도착전
#1 – 학교관계자와 캐나다도착및 자가격리 계획을 의논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자가격리 14일동안 지낼 숙소정보를 안내하거나 학생이 정한
숙소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격리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격리숙소는 아래 내용을
제공합니다.
o 공항부터 호텔까지 개인 교통수단
o 자가격리 숙소로 1일 3식 제공
o 14일 동안 적절한 세면용품및 침구류등 필요용품
o 위생및 코비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
o 노약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지 확인
o 격리기간동안 외출하지 않는것을 확인



학생이 공항도착후 이용할 개인 교통수단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명확해야하며
운전자의 전화번호도 입수해야합니다. 차량안에 인원은 학생외 운전자 1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이 탑승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2 – 14일동안 자가격리 준비


캐나다 보건부의 자가격리방법 참고



iTTTi Vancouver 에서는 학생이 격리기간 동안 무료 온라인 영어수업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요.



격리기간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독서, 게임, 운동 등 적절한 계획을
세우십시요.

#3 – 도착 계획


권장받은 BC 주정부의 필수 자가격리 계획서 https://travelscreening.gov.bc.ca/.
을 완성하고 캐나다로 도착을 확약하기전에 자가격리 세부정보를
iTTTi Vancouver 로 보내주십시요. ( 학교에서 승인후 확약결정해야 함)



휴대폰에 ArriveCAN App (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을 다운로드 한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십시요. ( 필수 :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도착후 48시간내 ArriveCAN App 에 접속하여 도착 및 숙소입실완료
상황과 함께 일일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BC COVID-19 App 도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작성하십시요.

#4 – 짐싸기
일반적인 짐외에 아래용품을 추가로 준비해서 오십시요.




1회용 얼굴 마스크 60개 또는 1회용 30개 와 천 마스트 1개 ( 의료용 마스크는 안됨)
손세정제 1병
위생장갑 고무재질



체온계

비행기내에도 반입가능하고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최소 마스크 2매 , 3~4 개의 위생장갑, 여행용
손세정제 ( 기내반입가능용) , 위생물티쉬를 손가방또는 베낭에 넣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등은 캐나다 입국심사대및 세관을 통과할때 필요한 서류이니 바로 이민관에게
보여줄수 있도록 손가방 또는 베낭에 넣어오십시요.


여권





비자 또는 입국관련서류
입학허가서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가능한 정보 - 숙소로 데려다줄 운전자 전화번호 포함





학교연락처 ( 입학허가서 하단표시)
서명된 자가격리 체크리스트
자가격리계회서 사본 ( BC 주정부 자가격리계획서)

교통편 이용시 :
공항으로 이동시, 공항에서, 또한 기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십시요.





부득이하게 장갑을 착용하지 못할경우 손을 자주 씻으십시요.
필요시 손세정제를 사용하십시요.
신체적거리두기 2m 를 지키십시요.



본인자리및 접촉을 많이한곳을 깨끗이 소독하십시요.





화장실사용을 최소화하고 물을 내릴경우 변기는 커버를 닫으십시요.
가능한 주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항상 휴대폰이 충전되어있도록 하십시요.

캐나다 도착후


iTTTi Vancouver 에 도착메세지를 보냅니다.



숙소로 데려다줄 운전자에게 도착메세지를 보냅니다.



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신체적거리두기를 지키며 입국심사대및 짐찾는곳으로 이동합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입국심사대와 세관에 보여줍니다.
짐을 찾은후에는 공항내 상점등을 방문하지않고 바로 약속장소로 갑니다.
약속장소에서 운전자를 만납니다.



차에 짐을 실은후엔 운전자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자가격리 숙소에서 코비드19 관련 안전사항에 따라주십시요.

자가격리 기간중
캐나다정부의 자가격리조항에 따라 학생은 캐나다 도착후 바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학생이 격리하며 지내는방에서 14일동안 다른사람들과 접촉없이 지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격리장소는 편안하며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이틀간격으로 음료와 음식, 세면및
숙박용품등이 조달될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에서 나오지 말고 외부사람들고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방을 환기해주십시요.



위생 청결 유지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물에 최소 20초간 )손을 자주 씻으세요



재채기나 기침을 할경우 팔꿈치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거나 공기중에 그대로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침후 사용한






티슈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바로 손을 씻으세요
변기를 사용한후 커버를 내리고 물을 내리세요.
쓰레기는 오래두지말고 모아서 자주 버리고 손을 바로 씻으세요



자가격리지에서 세탁방법은 코비드19 세탁규정을 참고하세요.

iTTTi Vancouver 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학생여러분은 본 과정을 시작하기전
준비과정으로 격리장소에서 무료 온라인 영어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엑티비티에 다른학생들과 같이 참여하여 밴쿠버에 대해서 배울수도 있습니다.



항상 친구와 가족들과 문자, 이메일, 화상통화등을 이용해서 연락하세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 몸상태가 안좋으면
캐나다정부의 코비드19 자가검진 도구를 사용하여 추가 검사및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요. 코비드의심증세가 있으면 바로 학교나 숙소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요.
o
o

COVID-19 자가검진도구 l
만약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면 8-1-1 로 통화연결

자가격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무사항이란것을 명심하십시요.

자가격리후
14일 자가격리기간이 지나고 아무런 코비드19 증세가 없을시에는 다음아래 사항을
따르세요.


만약 자가격리지외에 다른숙소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이동할 교통수단을 iTTTi Vancouver 와
확인하십시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동안 캐나다의 공중보건 사항을 준수하십시요
o 자주 손을 씻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는등 청결유지에 노력해 주십시요.
o 기침및 재채기할때 침이 외부로 튀지않도록 해주십시요.
o 신체적 거리두기 2m 를 지켜주십시요.



iTTTi Vancouver 직원이 과정을 시작하기전에 캠퍼스내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줄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https://www.ittti.ca/ittti/wp-content/uploads/2020/07/Campus-Safety-Consent-Form-2020English.pdf
https://www.ittti.ca/ittti/wp-content/uploads/2020/07/School-Protocols-COVID19_ENG.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