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캐나다 입국 검역 요건에 따른 GOODWILL POLICY  

 

July 21, 2021 

1. 규정 적용 범위 : 

- 014 STOCK ONLY 

- 분리발권한 항공권소지 고객은, 양쪽 모두 014 STOCK인 경우에만 해당 (OAL 은 해당 없음) 

- 대체 항공편: AC 운항 항공편만 가능 

- 출발/도착지 변경 불가 

 

2. 웨이버 사항 : 1회 변경 무료 (단, 아래 표 조건에 해당하여야지만 가능) 

대상 노선 발권기간 여행기간 가능범위 

모든 국제선/미국으로부터  

YYZ, YVR, YUL, YYC를  

환승하여가는 캐나다행 

(목적지=캐나다) 

2021년8월8일 

까지 

2021년2월22일  

- 2021년8월8일 

출발 전: 

국제선 날짜는 변경없이 국제선

출발일로부터 3박하는 여정으로 

국내선 탑승일 변경 

(예시: YVR,YUL,YVR 또는 YYC에 

2/25도착 -> 3박 검역(2월

25,26,27) -> 국내선연결편 2월

28일 (4번째 날짜) 

 

출발 후 환승지점: 

국제선 출발 후 환승공항인

YYZ,YVR,YUL 또는 YYC에서  

1) 음성테스트 결과를 기존계획

된 3박보다 빨리 받았을 경우, 

캐나다 국내선을 좌석가능한 이

른 시간의 항공편으로 변경가능 

2) 양성테스트결과를 받은 경우, 

정부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탑승가능한 항공편으로 

변경가능 

모든 국제선으로부터 

YYZ,YVR,YUL,YYC,YHZ,YQB, 

YOW,YWG,YEG를 환승하여

가는 캐나다행 

(목적지=캐나다) 

2021년8월8일 

까지 

2021년8월9일 

-2021년9월6일  

사이 

출발 전: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미리 3일 

후로 잡았던 국내선을 당일연결

로 변경 

 

 



변경수수료 면제 

차액 동일 BOOKING CLASS로 변경 시 면제. 

같은 BOOKING CLASS가 없을 경우, 같은 CABIN내 상위 CLASS

로 변경가능하며 M CLASS까지 차액 면제 

 

- 위의 기간 내에 출발/도착 도시 변경을 할 경우 - 변경 수수료는 무료 /그러나 ADCOL 은 징수)  

                 

3.  ENDORSEMENT: ACCDAENTRYGW    

(발권 여행사가 ENDORSE란에 ACCDAENTRYGW 기입 후 INVOL REISS 진행함) 

 

4. 고객이 여행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아래 OPTION 중 1개로 선택 가능 

-  재발행 (CREDIT) : 자발적 변경 규정 OPTION1 에 따라 나중에 재발행 ( END-CHNGFEE20  ) 

- ACTV/AEROPLAN  전환 : 해당 GDS 예약 ACTV TRAVEL VOUCHER 특별규정 참조 요망  

                                     ( AEROPLAN MILEAGE: 한국 거주지주소로 가입된 고객 해당 없음)   

 

6.REFUND: 기존 항공권 규정대로 진행  

  

*** 참고로, 위의 WAIVER 기간 이후 여정으로 변경 시: 

 1회 무료 변경 ( CHANGE FEE : 무료  // ADCOL 은 징수 )  

 

*** 캐나다 도착 당일 연결로, 국제선 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고객은 제외  

    ( EX)  목적지 LAX - ICN/XYVR/LAX )  

 

< 캐나다 입국 호텔 검역 면제 > 

 

1) *** 캐나다 동부시간기준 7/5 00:01 부터 승인 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캐나다 입국 가능한 승객(캐

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입국 가능 비자소지자)은 호텔격리 면제 ***  

접종자 정의: 캐나다로 입국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완료 (해당 백신의 횟수를 충족해야함/교차가능)

영문 또는 불어로 작성된 백신접종되었다는 증빙서류 소지 

화이자 or 모더나 or 아스크라제네카(COVISHIELD) or 얀센 접종자  

 

2) *** UMNR (Unaccompanied minors) 면제  

 

3) *** YPTU (young passengers travelling unaccompanied) 면제 : 

기본 만 12-17세 청소년 고객 혼자 여행하는 경우(비동반소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이나 아래와 

같이 각 주별로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YYZ, YUL, YYC (Alberta, Ontario and Quebec): 만 12-17세  

 YVR (British Columbia): 만 12-18세 



 

(상기 면제되는 UMNR 및 YPTU 등의 예약에 캐나다 입국과 연결되는 국내선 예약이 있는 경우,  

본사에서 자동으로 국내선을 취소하지 않도록 필요시 아래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SSR OTHS에 “Exempt from 3 night hotel” 입력 )  

 

* 모든 캐나다 입국 방침 안내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 ( www.canada.ca )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규정은 정부의 입국 방침 UPDATE 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WAIVER 코드를 누락하실 경우 ADM 이 발생될 수 있으니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에어캐나다 예약부(02-3788-0100) 또는 영업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anada.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