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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검역 격리 면제 ' 항공편 (그린존)으로 도착하는 승객과 14일간의 의무 검역 격리 

(레드존)에 들어가야 하는 승객을 구별하기 위해, 호주 공항에 그린존과 레드존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 

72 시간 이내에 호주 환승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호주 여행 제한 조치에서 자동 면제가 

되며 면제 요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도착하는 주 혹은 테리토리의  격리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호주 환승 여행자는  최초  호주  입국  후  72 시간  이내에 호주에서  출발하는  

레드존  항공편의  후속  항공권  소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드존의 적절한 후속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주에서 환승할 수 없습니다. 

호주  환승을  위한  비자  요건  

호주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비자 없이도 환승 가능 

(TWOV)한 국가의 출신이어야  합니다.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TWOV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72시간 동안 호주를  환승하려면 환승 비자 (서브클라스  771)를 신청하세요 . 

저는  최대  72시간  호주에서  환승하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 

특별 카테고리 비자 (서브클라스 444)를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은 최대 72시간 

동안의 호주 환승을 위해 다른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 카테고리 비자로 환승하려면 72시간 이내에 환승한다는  증거물 (비행 일정표나 

항공권 등)을 소지해야 하며 호주 도착 도시의 공항에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vellers-eligible-to-transit-without-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vellers-eligible-to-transit-without-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pecial-category-visa-subclass-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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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호주 환승 여행자는  최초 호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호주에서 출발하는 

레드존 항공편 (도착 시 의무 격리 검역이 필요한 항공편)의 후속 항공권 소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드존의 적절한 후속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주에서 환승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뉴질랜드 안전 여행 구역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환승객  격리  검역  

귀하는 귀하가 도착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귀하는 호텔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숙박비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역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 정부의 보건부에 문의하세요 . 

72 시간  이상  체류  시  비자  및  여행  제한  면제  요건  

호주에서 연결 항공편을 기다리는데 72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호주 

환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옵션 찾아보기를 

참조하세요. 

 호주 여행 제한에 대한 면제 요청 여행 제한과  면제를 참조하세요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new-zealand-safe-travel-zone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coronavirus-covid-19-advice-for-travellers
https://www.health.gov.au/about-us/contact-us/local-state-and-territory-health-departments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https://covid19.homeaffairs.gov.au/node/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