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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요건 

여행 예약을 하기 전에 귀하가 호주의 해외여행을 위한 접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호주 입국 자격과 도착 시 방역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호주 출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의 백신 접종 요건 준수하기 

호주의 백신 접종 요건을 준수하고 호주 국경 조치의 목적에 상응하는 '백신 완전 접종' 

여행자로 고려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정의하는 해외여행 목적상의 완전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 

 12세 미만의 어린이 

 12~17세의 청소년으로서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 1인 이상과 함께 여행. 또는,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호주 입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호주 

입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2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3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3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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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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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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여행 제한조치 개별 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면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 목적상의 완전 백신 접종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호주 식약청)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의 기본 

접종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호주 출입국을 위한 백신 완전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백신 혼합 접종도 포함됩니다. 

해외 여행 목적을 위해 현재 승인 및 인정된 백신과 접종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백신을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접종: 

o 아스트라제네카 백스제브리아 (AstraZeneca Vaxzevria) 

o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AstraZeneca Covishield) 

o 화이자 (Pfizer/Biontech Comirnaty) 

o 모더나 (Moderna Spikevax) 또는 다케다 (Takeda) 

o 시노백 (Sinovac Coronavac) 

o 코백신 (Bharat Biotech Covaxin) 

o 호주 입국 시 60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노팜 BBIBP-CorV (Sinopharm 

BBIBP-CorV)  

o 스푸트니크 V (Gamaleya Research Institute Sputnik V) 

o 노바백스 (Novavax/Biocelect Nuvaxovid) 

또는, 

 아래 백신 1회 접종: 

o 존슨앤드존슨/ 얀센 (Johnson & Johnson/ Janssen-Cilag COVID Vaccine) 

아울러, 백신 접종 과정의 최종 접종 후 최소 7일 경과 

https://www.tg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es-recognised-australia
https://www.tg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es-recognised-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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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백신 투여의 경우, 투여된 백신이 모두 TGA에 의해 승인되거나 인정된 백신이면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완전 접종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TGA는, 향후 호주 인바운드 

여행을 위해 인정될 수도 있는 다른 코로나 19 백신들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호주 비자 소지자, 유효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시민권자, 이민 수용 시설 수용자를 

포함하여 호주 내 모든 사람은 코로나 19 백신을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거자료의 제시 

해외여행 목적상 호주 백신 접종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자료가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입국 전에도 디지털 승객 신고서 작성 시에 이 증거자료를 업로드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호주 출국 전에도 항공사 직원에게 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호주에서 이루어졌으면 항공사 직원에게 ICVC(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국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ICVC는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디케어 (Express Plus Medicare) 앱이나 myGov를 통해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CVC는 PDF 형식으로 제공되어 인쇄본 

보관이나 휴대전화에 전자식 보관이 가능합니다.  항공편 체크인 시에 항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해외에서 받아서 국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항공사 직원에게 

해외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고 ICVC를 발급받기 희망하면 AIR(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에 해외 백신 접종 기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ICVC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호주의 해외여행 목적상 적법하게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증명서에 2회 접종 

과정 중에서 1회만 접종 받은 사실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로 귀하는 

https://www.tg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es-recognised-australi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digital-passenger-declaration
https://www.passports.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
https://www.passports.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express-plus-medicare-mobile-app
https://my.gov.au/LoginServices/main/login?execution=e2s1
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what-register/overseas-immunisation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what-register/overseas-immu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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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외여행 목적상 완전 백신 접종에 대한 호주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백신 접종 상태를 알고, 소지한 백신 증명서가 호주 출입국을 위한 적격성을 

충족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이름과 여권의 이름이 같지 않을 경우 

호주 여권 소유자인데 개명을 했다면, 호주 여권 사무국(Australian Passport Office)에 

연락함으로써 새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으나 자신의 접종 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아 

ICVC(국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AIR(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호주 백신 접종 등록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여권 기재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해외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여행할 때는, 결혼 

증명서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조치  

아래 그룹에 속하는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혹은, 

 12~17세로서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 1인 이상과 함께 여행 

어린이의 연령 증명 자료로는 여권도 사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 백신 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은 경유 및 

여행 예정이 되어있는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방역 및 자가 격리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와 테리토리 진입 요건을 참조하세요.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accination-testing#content-index-1
https://www.passports.gov.au/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temp-visa-holders/entering-and-transiting-australia/state-territory-arrival-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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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면 의학적 사용 금지에 대한 허용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와 같은 자격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전에 항공사 직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유하거나 여행할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방역에 대한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주와 테리토리 진입 요건 

의학적 금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증거 자료는 여행 제한조치 면제와 별개 

사안입니다.  

호주 출국 시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호주를 출국할 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AIR(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호주 예방 접종 등록부)에 보고된 의학적 사용 금지 사유가 호주에서 통용되는 모든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코로나 19 디지털 

증명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한시적인 의학적 사용 금지가 AIR에 기록되면, 코로나 19 디지털 증명서에 '유효 기간' 이 

표시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본인의 의사에게 문의한다. 또는, 

 자신의 의학적 사용 금지 사유가 아직 유효하다면, 의사에게 AIR에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해 주도록 요청한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린 정의에 적격한 의료인만이 의학적 사용 금지를 AIR에 

보고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학적 사용 금지 내용이 AIR에 보고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호주 출국을 위한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state-territory-entry-requiremen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getting-help-during-coronavirus-covid-19/covid-19-vaccinations/what-types-proof-there-are/covid-19-digital-certificate-proof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getting-help-during-coronavirus-covid-19/covid-19-vaccinations/what-types-proof-there-are/covid-19-digital-certificate-proof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mmunisation-medical-exemptions?context=22436#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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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학적 금지 사유가 AIR에 기재되어 있다는 허용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 제한조치 면제를 호주 출국을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 입국 시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와 같은 자격으로 여행하려면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허용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입국 시에 AIR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호주 예방 접종 등록부)에 본인의 

의학적 금지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주 코로나 19 디지털 증명서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백신 접종 기록 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IR에 본인의 의학적 사용 금지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서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 (여행 신분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진료일 및 담당 의사 관련 세부 사항 

 자신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질환이 있음이 명확히 요약 설명되어 

있는 세부 정보 (백신 접종 금지 관련 정보) 

이 범주에 TGA가 승인 혹은 인정을 하지 않은 백신의 접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이전에 코로나 19 에 감염되었던 병력을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의학적 사용 

금지 사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금지되는 질환에 대한 정보는 보건부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으며 담당 의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금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호주 입국 시에 

백신 접종 면제에 대한 의학적 사유로서 허용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정보 역시 보건부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코로나 19 백신 관련 의학적 사용 금지에 대한 증거 

자료 

자신의 증거 자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증명서는 체크인 시에 항공사에 의해 요청될 것입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unvaccinated-travellers/australian-citizens-and-pr/leaving-australia/exemption-proces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getting-help-during-coronavirus-covid-19/covid-19-vaccinations/what-types-proof-there-are/covid-19-digital-certificate-proof
https://www.health.gov.au/health-alerts/covid-19/international-travel/proof-of-vaccination#evidence-of-medical-contraindication-to-covid19-vaccine
https://www.health.gov.au/health-alerts/covid-19/international-travel/proof-of-vaccination#evidence-of-medical-contraindication-to-covid19-vaccine
https://www.health.gov.au/health-alerts/covid-19/international-travel/proof-of-vaccination#evidence-of-medical-contraindication-to-covid19-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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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건, 그중에서도 경유하거나 여행할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방역 및 도착 후 검사에 

대한 요건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도착 후에 다른 주나 테리토리를 계속 여행하거나 경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호주의 국내 여행 제한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는 자체적인 여행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여행 제한조치 및 요건을 지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허용되는 의학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주 여행을 위해 여행 제한조치 

면제를 신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검사 

호주 입국이나 환승을 하려면 코로나 19 검사의 음성 결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증거 자료 중 하나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편의 출발 예정시간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 19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나 기타 핵산 증폭 검사(NAAT)의 음성 결과 

 항공편 체크인 시에, 출발 예정 시간 전 24시간 이내에 의료 감독 하에 실시된 RAT 

(Rapid Antigen Test,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의료 증명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에는 여전히 그 출발 전 검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항공 일정이 재편성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편성된 항공편의 출발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 19 PCR, 또는 재편성된 출발 시간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된 

RAT의 음성 결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 자료에 대한 정보는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검사 요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o 허용된 검사 

o 요구되는 특정 증거자료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state-territory-entry-requirements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coronavirus-covid-19-restrictions/coronavirus-covid-19-domestic-travel-restrictions-and-remote-area-access#state-and-territory-travel-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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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process
https://www.health.gov.au/health-alerts/covid-19/international-travel/inbound#predeparture-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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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 기간이 연장된 국가 리스트 

o 출국 전 검사가 면제된 국가 리스트 

 코로나 19 확진을 받고 회복되었으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자신이 환승하고 여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검사 요건과 백신 접종 증명 요건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도착 직후 코로나 19 검사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와 테리토리 도착 요건을 참조하세요.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state-territory-entry-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