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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호주 입국을 하려면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단계 - 비자 요건 체크 

비자 없이는 호주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 비자 파인더를 이용해서 비자 옵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입국을 위해 여행 제한조치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3단계 참조) 

 

2 단계 - 백신 접종 요건 체크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호주 입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결정됩니다. 

호주의 해외여행 목적상 접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와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허용되는 의학적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 백신 접종과 검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호주 입국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 및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국경 입국 요건에 준해서 해외여행 목적상의 완전 백신 접종자가 아닌 경우. 

또는,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


 

  
 

 

 
 

 

페이지 2/6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
transiting-australia - Updated as at 08032022 - Korean 

 

 호주 정부가 정의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의학적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면제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여행제한 조치 개별 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단계 - 여행 제한 조치 면제 신청 

호주의 백신 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주 입국을 위해 여행 제한조치 면제 신청 또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호주 입국을 위한 면제 절차를 참조하세요.  

4 단계 - 주와 테리토리 도착 요건 체크하기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을 체크하세요.  여기에는 국경 통과 

등록 양식이나 방역 조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유하거나 여행할 모든 주와 테리토리를 체크하세요. 요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여행 제한조치 및 요건을 지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금고형 및 상당한 벌금형을 포함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주와 테리토리 도착 요건 

 

5 단계 - 미리 계획하기 

여행이 지연되고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항공사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접종 여행자는 입국 승객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주 출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하세요.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exemption-process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leaving-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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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 여행 예약하기 

 

7 단계 - 디지털 승객 신고 완료하기 

DPD (디지털 승객 신고서)는 항공편이 있기 7일 전에 시작해서 호주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DPD에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요청됩니다. 본 정보의 제출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요건입니다.  DPD를 제출하면 공항에서나 호주 도착 시에 불필요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DPD. 

 

8 단계 - 출발 전 코로나 19 검사 실시하기 

최근의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증거자료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검사와 그 검사 시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백신 접종과 검사를 

참조하세요.  

 
 

9 단계 - 공항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하기 

항공편 체크인 시에는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다음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여권 

 비자 

 적용 대상자인 경우, 여행 제한조치 면제 승인서  

 코로나 19 검사의 음성 결과 

 작성된  DPD.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digital-passenger-declar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5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exemption-process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5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digital-passenger-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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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 호주 입국에 필요한 요건 갖추기 

여기에는 출입국과 세관, 생물보안의 통관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 통과를 

참조하세요.   

 

11 단계 -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 갖추기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호주 도착 직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요구됩니다.  

미접종 여행자는 입국 승객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역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경유하거나 여행할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모든 다른 요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환승 

72시간 이내에 환승 

호주 환승 여행자는 최초 호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호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후속 

항공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후속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주에서 

환승할 수 없습니다.  

72시간 이하 환승 시에는 여행 제한조치 면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 요건 

호주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비자 없이 환승  (TWOV)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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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rossing-the-border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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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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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 

호주에서 환승하려면 코로나 19 검사의 음성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신 

접종과 검사를 참조하세요. 

디지털 승객 신고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DPD (디지털 승객 신고서)는 항공편이 있기 7일 전에 시작해서 호주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DPD에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요청됩니다. 본 정보의 제출은 법적 집행력이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DPD를 제출하면 공항에서나 호주 도착 시에 불필요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DPD. 

주와 테리토리의 요건 

귀하는 귀하가 도착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환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는 입국 승객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귀하는 호텔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숙박비 지불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와 테리토리 도착 

요건을 참조하세요.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digital-passenger-declar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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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간 이상 

호주에서 다음 연결 항공편까지 72시간 이상을 소요하게 되면 환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세관, 생물 보안 통관, 의무적 건강 신고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건 등 모든 호주 입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 통과를 

참조하세요.  

아울러, 주와 테리토리의 도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rossing-the-border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