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
"안전 도착" 절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CHN)는 학생들이 도착하는 즉시 검역(자가 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옵션을 마련했습니다. 본 절차에서는 학생과 호스트 모두 안전하고 원활한 방식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CHN이 마련한 요건 및 기대 사항을 설명합니다.
CHN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과 호스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CHN은 캐나다 연방
정부, 주정부, 현지 공중 보건당국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규정 및 권장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유학생은 캐나다 입국에 앞서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현재 캐나다 정부의 여행 제한을 충족하기 위한 자가 격리 계획("백신 접종 완료" 학생들은 캐나다
도착 시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격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정부의 ArriveCAN 신청서1(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

앨버타주용 별도의 자체 격리 계획(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만 5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은 다른 국가에서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음성 판정
서류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여행자가 캐나다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백신 접종 완료" 여행자
•

2021년 7월 5일 오후 11시 59분(EDT) 현재 캐나다 여행이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 여행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격리 및 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o

입국 전 및 도착 시 검사 요건 충족(아래 참조)

o

무증상일 것

o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코로나19 정보를 ArriveCAN 앱에 전자 제출

o

캐나다 여행 최소 14일 전에 완료한 백신 접종 증명서의 종이 또는 디지털 사본을 준비

o

적절한 격리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상태로 허용되는 캐나다 정부 백신은 Pfizer, Moderna,
AstraZeneca/COVISHIELD 및 Janssen(Johnson & Johnson)입니다.

1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https://www.canada.ca/en/transport-canada/news/2020/12/pre-departure-covid-19-testing-and-negative-results-forair-travellers-coming-to-canada.html
3
https://travel.gc.ca/travel-covid/travel-restrictions/covid-vaccinated-travellers-entering-canad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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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9일 현재, "백신 접종 완료" 여행자는 국경에서 도착 후 검사를 받거나 집에서 검사
키트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행자는 빠른 검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4

•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백신 접종 완료" 여행자는 검역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자는
여전히 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국경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격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5

2. 다른 모든 여행자
•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에 도착하는 여행자는 캐나다 도착 후 공항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14일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코로나19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6

•

여행자는 빠른 검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7

•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하는 여행자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미국에서 시행한 코로나19 분자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도착
14~90일 전에 양성으로 판정된 결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2일 기준으로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도착 시점과 14일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코로나19 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항공 여행자에 적용되는 기존의 필수 탑승 전 건강 관련 요건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CHN 참여 계약(“PA”)과 캐나다 정부 기관의 여러 관련
규정 및 권장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학생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 기타 캐나다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이
규정한 추가적인 벌칙을 받게 됩니다. 검역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벌칙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및/또는
$750,000의 벌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CHN은 캐나다 국제공립학교 협회(CAPS-I, Canadian Association of Public Schools – International) 및
캐나다 언어 협회(Languages Canada)와 공동으로 개발한 두 가지 숙박 옵션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옵션 1: 선별된 CHN 홈스테이 호스트와 자가 격리

4

https://travel.gc.ca/travel-covid/travel-restrictions/flying-canada-checklist/covid-19-testing-travellers-coming-intocanada#arrival-testing
5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21/07/government-of-canada-announces-easing-of-bordermeasures-for-fully-vaccinated-travellers.html
6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21/07/government-of-canada-announces-easing-of-bordermeasures-for-fully-vaccinated-travellers.html
7
https://travel.gc.ca/travel-covid/travel-restrictions/flying-canada-checklist/covid-19-testing-travellers-coming-intocanada#arrival-testing

"안전 도착(Safe Arrival)" 절차 © 2020 CHN/The Canada Homestay Network Society 10.22

중 2 페이지 15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
"안전 도착" 절차
정규 호스트 가정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학생은 정규 호스트 가정에 배정되거나, CHN의 재량에
따라 격리 기간 동안만 임시 호스트 가정에 배정됩니다. 미성년자는 홈스테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CHN은 14일 격리 기간 동안 기본 1박 요금에 더해 1박당 $35($490)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시작일에 앞서) 일찍 도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홈스테이 비용에 더해
$490가 추가로 학생에게 청구됩니다. 학생이 제날짜에 도착할 경우, $490만 추가로 청구됩니다. 격리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에이전트/학생에게 청구되거나 가능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이유로든 격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CHN은 $350를 환불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적절한 호스트 가족과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환불되지 않는 관리 수수료로 CHN이 보유합니다.
옵션 2: Language Canada "Study Safe Corridor"를 통해 호텔에서 자가 격리.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anguagescanada.ca/en/study-safe-corridor-for-international-stud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옵션 모두에서 CHN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평소와 같이 24시간 연중무휴 긴급 지원

•

격리 기간 중 가상 프로그래밍

학생이 격리 기간 중에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CHN은 공중 보건 지침을 따릅니다. 격리 기간 임시
호스트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학생은 정규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될 때까지 임시 호스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 임시 홈스테이에서 머무는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박당 $35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학생의 출발 전 계획:
1. CHN과 계획 확인
•

CHN의 "안전 도착" 절차에 대해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본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

CHN 수수료 결제

•

매칭되는 세부정보 수신 – 호텔 옵션에서 CHN 할인 코드를 사용하여 호텔에 등록

•

캐나다 여행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CHN에 알려주세요.

2.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구축
•

홈스테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가 격리를 위해 특별히 가져오길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호텔에 머무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호텔 숙박과 관련한 질문은 CHN의
RM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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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누가 학생에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도착 전에 알려드립니다. 호스트,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또는 호텔 셔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후 호스트나 운전기사와
만날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공항 도착 시 필요할 테니 호스트의 휴대폰 번호 또는 호텔이나 교통편 제공자의 전화번호를
휴대하세요.

3. 자가 격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니, 도착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현명하게 시간 관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기관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https://canadahomestaynetwork.ca/student-covid-19/를 방문하면 격리 생활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자택 격리/호텔 격리 및 거리 두기
•

게시글 읽기: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우, 여행 후 자가 격리하는 방법

5. 건강 검진/검사
의료 승인 허가서/증명서 및 코로나19 또는 항체 검사 결과를 받은 학생은 캐나다 여행 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자가 격리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자가 격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6. 도착 계획
모든 여행자는 캐나다 도착 전에 ArriveCAN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ArriveCAN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앨버타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가 격리
계획(https://travel.isolationplan.alberta.ca/en)을 미리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7. 짐 싸기
일반적인 수하물 요건 이외에도 학생들은 다음 품목을 가져와야 합니다.
•

일회용 마스크 60장 또는 일회용 마스크 30장과 천(면) 마스크 1장

•

고품질 손 소독제 큰 사이즈 1병

•

니트릴 장갑 1상자

•

온도계

•

격리 기간 중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미술용품 및 음악 파일

기내 반입 가방에는 최소 마스크 2장, 장갑 몇 켤레, 여행용 손 소독제 1병, 소독용 물티슈도 함께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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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가방을 들고 도착했을 때 다음 서류를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여권

•

유학 허가 또는 허가 확인 서류(소지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동의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학교에서 보낸 입학 허가서

•

홈스테이 프로필과 연락처 정보 또는 호텔 이름과 주소, 공항 픽업 서비스가 표시된 예약증 사본

•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비상 전화번호를 포함한 직원의 연락처 정보

•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포함)이 서명한 출국 신고서(Declaration on Departure) 사본

•

자가 격리 계획서 인쇄

•

홈스테이 도착 시 옷 갈아입기

학생 여행 계획:
학생은 캐나다로 출발하기 72시간 전까지 코로나19(분자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받아야 하며 탑승
전에 항공사에 결과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행 당일에 본 서류에 포함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학생들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ArriveCAN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여행 및 연락처 정보

•

격리 계획

•

코로나19 증상 자가 평가

•

해당되는 경우 예방 접종 상태.

목적지로 가는 동안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

손을 자주 씻으세요.

•

필요한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개인 공간 및 안전벨트, 트레이 테이블과 같이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을 소독하세요.

•

화장실 방문을 최소화하세요.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변기 뚜껑을 닫으세요.)

•

외부 표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

휴대폰을 충전 상태로 유지하세요.

•

식당이나 상점이 문을 닫을 수 있으므로 식료품을 가져오세요.

•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물병을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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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착" 절차
학생 도착 계획:
캐나다에 도착하는 시점에, 학생들은 ArriveCAN 영수증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경 서비스
담당자가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항을 통과할
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은 캐나다 출입국 관리 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짐 싸기' 아래에 설명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여행자의 증상을 검사하는 출입국 관리 서비스 또는 검역관의 입국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공항 도착 시:
•

운전기사 및/또는 호스트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지시에 따라 호텔 버스에 연락하거나
여행자를 검역소로 안내하는 캐나다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세요.

•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

서로 간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하물을 찾으세요.

•

수하물 구역을 나와 운전기사 또는 호스트 가족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여행자를 검역소로 안내하는 캐나다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세요.

•

CHN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본인의 짐을 차에 싣고 가능한 한 운전사와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목적지(호스트의 자택 또는 호텔)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들은 ArriveCAN 앱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격리 장소 도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

격리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를 완료합니다.

격리(자가 격리) 계획:
검역법에 따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은 14일 동안 각자의 방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2m 거리 유지)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이나 호텔 측은 학생들에게 음식, 깨끗한 침구, 편안한 방을 제공하며, 문자 메시지,
FaceTime 및 기타 원격 통신을 이용하여 학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대 사항
•

학생들을 기꺼이 지원해드릴 테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물어보세요! CHN RM(Relationship
Manager)에게 전화하거나 호스트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호스트가 CHN에 연락하게 됩니다.
호텔 숙박의 경우, 0번을 눌러 호텔 교환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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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
"안전 도착" 절차
•

가능한 한 객실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가 잘되도록 창문을 열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

철저한 위생 수칙을 지키세요. 손을 자주 씻고, 씻을 때는 일반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동안
꼼꼼하게 문지르세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지키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로 입과 코를 가리거나 휴지를 사용하세요. 손이나 공기에 대고 기침하지 마세요.
사용한 휴지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세요.

•

별도의 욕실을 사용하세요. 가정용 청소용품으로 욕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변기 뚜껑을 닫으세요. 호텔에서는 각 호텔의 "안전한 숙박" 절차에 따라 가정용 청소
제품으로 욕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

매일 야외에서 바깥 공기를 쐴 시간을 마련하세요. 정원과 같이 본인 이외 아무도 없는 장소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타 공공장소에 가지 마세요. 호텔에서 객실을 나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다른 이용객에게 혼자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호텔 파티오에서는 개인 공간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

문자, 이메일, FaceTime으로 가족,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

스스로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니터링하세요.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컨디션이
저조하다면 호스트에게 추가 검진이나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가 평가는 ArriveCAN 앱을 통해 covid19.thrive.health를
방문하거나 8-1-1로 전화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으세요. – 쓰레기는 자주 비우고 비운 후에는 즉시 손을 씻으세요.

•

세탁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 기내에서 입었던 옷은 즉시 세탁해야 하며, 세탁 시에는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세탁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세탁물은 직접 세탁하고 개야
합니다.

•

문손잡이, 조리대, 옷장과 같이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하고
소독하세요.

•

개인 물품(칫솔, 컵,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따로 보관해서 다른 사람의 물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세요.

•

식사는 방/객실에서 하세요.8 호스트나 호텔 담당자가 식사를 방/객실로 가져다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사용한 식기는 문 밖에 두세요. 접시, 잔, 컵, 수저/나이프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

장기간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청 시 CHN에서 가벼운 체조나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8

대부분의 호스트 가정은 학생들이 방에서 식사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격리 기간이 끝나면

변경되는 단기 요구 사항입니다.

"안전 도착(Safe Arrival)" 절차 © 2020 CHN/The Canada Homestay Network Society 10.22

중 7 페이지 15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
"안전 도착" 절차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침과 프로토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애당초 14일간의 자가 격리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란 점을 염두에 두세요. CHN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호스트 가족이나 담당 RM(Relationship Manager)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입국자 격리(자가 격리)는 캐나다 검역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지 선택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단, 위에 정의된 "백신 접종 완료" 학생은 제외).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학생에게 전화하여 의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1-855-906-5585 또는 613-221-3100번으로 전화가 오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기관 담당자가 학생에게
연락할 때 결코 학생의 재정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기대 사항
•

호스트는 학생을 받아들이기 전 14일 동안 해당 지역에 내려진 모든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

오직 건강한 사람 한 명만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칫솔, 수건, 침구, 식기, 전자기기와 같은 개인 물품을 학생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

학생과는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은 변기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닫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예: 코와 입을 틈 없이 완전히 가리고 끈이나 귀 끈으로 머리에
고정하도록 제작된 가리개)를 포함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코로나19를 반려동물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으므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을 방지하세요.

•

가능하다면 발병률이 높은 코로나19 취약층은 확진자를 돌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취약층에는
고령자, 만성질환자(예: 심장 질환, 당뇨병)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학생으로부터 2m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일회용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

의료용 마스크나 장갑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

손을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자주 씻고, 특히 학생과 접촉했거나 장갑, 마스크, 눈 보호 장비를 벗은
후에는 씻을 때 더욱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세요. 종이 타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수건을
사용하고 젖으면 교체하세요.

•

물티슈로 닦아낸 다음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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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약간의 안내를 받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기내에서 입었던 옷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옷과 분리하여 즉시 단독 세탁하도록 합니다.

격리 기간 이후 학생 및 가족의 기대 사항:
•

권장되는 적절한 위생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키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적절한 에티켓을 지키세요.

•

집 밖에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쇼핑몰, 혼잡한 공간을 방문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피하세요.

•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추가 고려 사항:
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로 진단받은 경우
•

CHN의 담당 RM 또는 CHN 비상전화(1-877-441-4443 내선 1번)로 즉시 연락하세요.

•

자가 평가(ArriveCAN 앱을 통해 covid19.thrive.health를 방문하거나 8-1-1로 전화하여 수행할 수
있음)를 완료하고 필요에 따라 진료를 받으세요.

•

CHN은 이후로 불필요한 이동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CHN의 선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학생이 한곳에 머물게 하세요.

•

가능하면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비를 들여 캐나다로 함께 오도록 요청하세요.

•

가능성이 낮지만 호스트가 아픈 학생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CHN은 해당 학생이
다른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임시 간호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가정을 위한 권장 물품:
•

일회용 종이타월 및 일반 가정용 청소용품

•

온도계

•

손비누

•

알코올 함유량 60% 이상의 알코올 기반 소독제

•

일반 세탁 비누

•

약물식별번호(DIN)가 있는 표면 소독제, 또는 해당 소독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축(5%) 액체
표백제와 별도의 희석용 용기

•

고감도 전자제품에 적합한 청소 제품

•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집에서 PPE를 가져와야 하지만, 호스트는 학생과 함께 지낼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본인 물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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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캐나다 공중 보건국은 격리 (자가 격리) 및 분리사이의 필요성을 구분합니다.9
•

검역(자가 격리): 감염 의심 증상이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4일 동안 검역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외부에서 캐나다로 입국,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공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므로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

격리: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경미할지라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공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캐나다 외부에서 캐나다로 입국했으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의무사항).

이 절차는 학생들이 검역(자가 격리)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개인과의 접촉 및 치료 준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캐나다 공중 보건국(PHAC) 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방법 - 간병인을 위한 조언: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how-to-carefor-person-with-covid-19-at-home-advice-for-caregivers.html

•

캐나다 공중 보건국 (PHAC) 코로나19 방역 대비 - 개인용: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being-prepared.html#a2

•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 및 현지 당국의 자료: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symptoms/provincial-territorial-resources-covid-19.html

•

코로나19 확진자 간병인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질병통제센터의 격리 안내서:
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Self-isolation_caregivers.pdf

9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preventionrisks.html#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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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친부모 선언(CHN의 격리 옵션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
다음 내용을 읽고 정식으로 서명한 후, 홈스테이 신청서와 함께 담당 RM이나 다음
주소(studentinfo@canadahomestaynetwork.ca)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CHN이 안전 도착 절차(SAP)에 따른 홈스테이 및 호텔에서의 자가 격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
참가자와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A. 여기에 명시된 출국신청서(Declaration on Departure) 및 SAHP 선언이 참가자의 HA(홈스테이
신청서), PA(참가 신청서), 모든 계약, 선언, 조건, 기타 약관, 조항의 일부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B. 각자가 본 서류의 출국신청서와 SAP를 읽고 준수하거나, 준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C. PA의 항목 F 이외에, 참가자가 출국신청서와 SAP 및/또는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및 다른 사람의 질병 및/또는 사망, 이 경우 CHN 서비스 제공업체, 참여자의 소속 학교
또는 학교 이사회 측은 책임 부담 없음

•

비용 상환, 환급 또는 공제 없이 CHN의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학교 또는 학교 이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를 즉시 탈퇴 조치,

•

해당하는 경우, 가디언 서비스(Custodianship service)를 위해 CHN에 지급한 모든 수수료에 대한
그 어떠한 상환 청구, 환불 또는 공제 없이 CHN 가디언 서비스 취소

•

참가자는 본인 비용으로 대체 숙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 및/또는 자가 격리를 완료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현지 공중 보건 당국 및/또는 캐나다 연방 공중보건 책임자(Chief Public Health
Officer of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가자는 캐나다 검역법 및/또는 기타 캐나다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D. 제공된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완전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참가자,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본 신청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PA의 항목 F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E. CHN이 한정적인 양의 옵션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러한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또는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HN과 CHN의 임원, 이사, 직원, 독립 서비스 제공업체를 모든
책임, 비용, 손해로부터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옵션 중 어느 안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락되지 않는
경우 CHN은 아래 서명자가 읽고 이해했으며 동의한 환불 정책에 따라 선불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F. 본 서류가 동의 하에 무소구 조건으로 영어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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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격리 프로그램 옵션
홈스테이
호텔

기본 설정

의견 또는 특별 요청

선호 옵션(1개 또는
2개 이상 체크)
선호 옵션(1개 또는
2개 이상 체크)

참가자 서명(미성년자의 경우 참가자의 친부모/법적 보호자)

학생 성명
서명

날짜

성명
서명
관계

날짜
어머니

 아버지

 법적 보호자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성명
서명
관계

날짜
어머니

 아버지

 법적 보호자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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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친부모의 출국신고서(캐나다 방문용):
다음 질문에 답변하고 정식으로 서명한 본 페이지를 캐나다로 출발하는 당일 아침 담당 RM에게
이메일(studentinfo@canadahomestaynetwork.ca)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필수
여행 정보를 제공하려면 항공기 탑승 전 ArriveCAN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도착 날짜:

도착 시간:
예

아니오

'아니요'인 경우 추가적인 세부정보를
입력하세요.

나와 내 자녀는 지난 14일 동안 건강했으며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나와 내 자녀는 지난 14일 동안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나와 내 자녀는 지난 14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2.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3.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본인은 본인 및 본인의 자녀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캐나다 도착 후 14일 동안 격리해야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서류 양식(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및 앨버타주의
ArriveCAN 신청서 및 자가 격리 계획 포함)을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아래에 서명한 서명인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며 모든 요구 사항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은 자가 격리 절차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홈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즉시 탈퇴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탈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가디인 서비스는 취소되며, 해당 학생은 친부 및/또는 친부
또는 캐나다 또는 학생의 본국에서 공증된 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된 대체 후견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또한 캐나다 정부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미성년자의 경우, 내친부모/법적 보호자)는 출발 전 본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학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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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날짜

성명
서명
관계

날짜
어머니

 아버지

 법적 보호자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성명
서명
관계

날짜
어머니

 아버지

 법적 보호자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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