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2022. 8. 17(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목차 >
1. 국내외 물류 동향 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
2. 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상황
3. 주요국 EMS 특송현황
4.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주요국 조치 현황

※추가로 필요한 물류 동향 정보 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출입 물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yjw0918@korea.kr, 044-203-4022)
②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kscn@kita.net, 02-6000-5628)

1

국내외 물류 동향 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

분

민 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국내

해운

https://www.airportal.go.kr/cov
id19/covid19-1.jsp#global2

COVID-19 Port Restrictions

https://www.wilhelmsen.com/s
hips-agency/campaigns/coron
avirus/coronavirus-map/

(자료: Wilhelmsen)
(자료: IATA)

COVID-19 Airport Status
(자료: ICAO)

육상
전세계

http://www.ielsc.or.kr/

국내외 항공 운송 동향 (자료: 한국항공협회)

COVID-19 Air Cargo Operations Status

항공

URL

국경 통제조치 현황
(자료: UNECE)

COVID-19 Temporary Trade Measures

https://www.tact-online.org/covi
d-19
https://www.icao.int/safety/Page
s/COVID-19-Airport-Status.asp
x
https://wiki.unece.org/display/CT
RBSBC/Observatory+on+Border
+Crossings+Status+due+to+CO
VID-19+Home

(자료: ITC)

https://www.macmap.org/en/covi
d19

전세계 확진자 수 현황 (자료:존스홉킨스 대학)

https://coronavirus.jhu.edu/map.
html

기타

국경 간 트럭운송 소요시간 동향(자료: Sixfold)

유럽

물류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OECD ITF)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EU 화주협의회)

물류

트럭운송 관련 연방대응 및 지침, 규제, FAQ
(자료: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기타

미국/캐나다/멕시코 실시간 국경 통과 시간
(자료: 미국관세국경보호청)

미주

https://covid-19.sixfold.com/
https://www.itf-oecd.org/
https://europeanshippers.eu/

https://www.trucking.org/COVID19

https://bwt.cbp.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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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상황

(자료 : 한국선급, 8/15 기준)

※ 하기 정보는 한국선급의 관할지부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고객의 검사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오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ationality

China

Branch
Office

Information

China HQ

1. 정부 정책 : 엄격한 통제 유지, 외국인 입국제한 지속, 대부분의
포트에서 외국인은 승선 불가.
2. 코로나 대응 현황
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대국민 백신 접종 캠페인 진행 중
나. 백신 미접종자 승선 및 항구 출입 시 제한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
등 각종 안전 증빙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절차가 더
까다로움
다. COSCO 등 중국국영조선소를 중심으로 백신 미 접종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중
라. 해외에서 상하이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지정격리 7일 +
자가(불가할 경우 지정) 격리 3일" . 지역에 따라 격리기간 지정. 정책
수시 변동하므로 사전확인 필수.
마.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Port는 대부분 진입 불가,
조선소는 방역 조건을 갖춘 case by case로 접근 가능. 단, 조선소
작업 후 7일 격리 필요하며 진입을 위한 방역조건 유지
바. 한국이 코로나 고위험국가로 지정
사. 22.8.10 현재 중국내 코로나 위험지역은 총 1,095개
지역(고위험-하이난 등 535개/ 중위험-광시 등 560개 지역)

Dalian

1. 산해관 및 대련 빈하이 조선소 제외하고 승선가능한 항만/조선소
없음.
2. 일부 조선소의 경우(Dalian COSCO) 검사와 동시에 격리시설과
선박만 이동하여 검사 진행하고, 검사 종료 후 시설7일+자가3일의
특별격리가 필요 함.

Qingdao

0. 최근 산동성지역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3월10일부터
석도수리조선소는 4일 격리 후 검사 가능. 청도수리조선소는 정상
검사 가능.
1. 수리조선소의 경우, 외국인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에서 감독이
선원신분으로 배에 승선하여 중국으로 입항 후 검사 또는 현지 한국
에이전트를 통하여 검사 수행 중
2. 각 지역 PORT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인 승선불가하고
중국검사원 승선가능여부는 CASE BY CASE로 지정된 AGENT통해
확인
- Qingdao Port(승선 불가)
- Nanshan Port(승선불가)
- Rizhao Port(승선불가)
- Donging Port(승선불가)
- Dongjiakou Port(승선불가)
- Yantai Port(승선가능)

Nanjing

1. 델타바이러스 확산이후 Jiangsu성 관내 거의 모든 항만에
한국인,현지검사원 승선불가 항구 증가(항만 출입 절차 수시 변경)
2. 외국에서 난징으로 입국 시 10일 격리시행(호텔 격리 7일 +
자가격리 3일)

Shanghai

Ningbo

3. 연운항을 비롯한 관내 대부분의 항만에서 승선전
백신접종(2회)+핵산검사 요구(전신방호복 요구하는 항만도 있음)
4. 난징지부 전원(주재원+현지검사원)백신접종 완료
5. 2022.05월부터 난징-인천 운항재개
6. 난징외부에서 고위험 지역 제외 격리면제, 핵산검사는 시행, 난징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test계속 시행
7. 강소성, 일부지역(Zhenjiang, Yancheong, Lianyungang등),
안휘성, 기타 저위험지역에서 난징 진입시 48시간 PCR 보고서로
이동가능(2022.05.30)
8. 허난성 진입 시, 핵산검사 음성 보고서+3일 격리 시행, 안후이성
지역 확진자 다수 발생
1. 6월 1일부터 상하이봉쇄는 해제되었고, 도시간이동은 공식적으로는
제약이 남아 있음(7일 격리 필요). 항만시설로의 접근은 여전히 어려움
2. 강소성지역의 주요 수리조선소 상황은 다음과 같음
o Nantong COSCO : 조선소 접근 가능
o Watts Shipyard : 조선소 접근 가능
o JiuSheng : 조선소 접근 가능
o Chengxi : 조선소 접근 가능
o HRDD : 조선소 접근 가능
o COSCO SHI : 조선소 접근 가능

1. 저장성.복건성내 각port 원칙적 외부인 승선금지(현지인 일부가능).
및 선원교대금지 (단, 중국인 선원 교대 가능)
2. 조산지역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한 감독은 입국 도시에서
10일(7+3일) 격리후 조산 지역에서 추가 7일 격리 실시
3. Ferry 표 구입시 기존 GREEN CODE + 이동 기록 확인(Wechat)
(2021.01.20~)
4. 위험국가 : 한국, 일본, 터키, 인도, 필리핀, 호주 5개국 출발후
28일 이후 조산지역 조선소 접안가능
(직전 PORT(중국) PCR 결과(음성) 있으면, 21일 이후 조산지역
조선소 접안가능)
(직전 PORT(중국) PCR 결과가 없고 중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은경우, 조선서 PCR 검사시 양성발생하면 즉시 출항하는 조건으로
21일 이후 조산지역 조선소 접안 가능)
저위험국가 : 위험국가가 아닌 국가 출발후 14일 이후 조산 지역
조선소 접안가능 (접안후 PCR TEST 실시)
- 선박 접안후 PCR TEST를 하고 2일후 2차 PCR TEST 및 선내
환경 샘플링후 이상없으면 접안 3일차 정상 업무 가능
5. Fujian Fuzhou Huadong shipyard
1일전 도착 및 대중 교통 이용 금지(닝보에서 화동 이동은 승용차만
가능)

Guangzhou

All Areas

Japan

Tokyo
Nagoya

- 외국인 항만 출입금지
1) 3차 백신접종 완료자 63.1%, 4차 백신접종 완료자 10.5%
2) 6월1일부로 3차백신 접종증명서 및 일본입국전 72시간이내의
PCR검사 음성증명서가 있으면 일본입국시 PCR검사 및 격리 면제
3) 6월10일부로 단체관광의 경우 관광가이드와 동행시 관광비자 허용
1) 치바 및 가와사키항에서의 검사는 엥커리지에서만 가능
1) 나고야 주부공항 -> 인천공항선 중지

Kobe
Hiroshima
Fukuoka

Thailand
Bangladesh
Myanmar

Vietnam

Bangkok

Hochiminh

1) 도쿠야마항 및 오이타항에서의 검사는 부두에 따라 승선가능
조건을 달리하고 있어 사전에 대리점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함
[태국]
1.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18회차 재연장 (~2022.07.31)
2. 7.1(금)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 및 PCR 테스트 면제.
[방글라데시]
1. 4.25.(월)부터 방글라데시에 출발, 도착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도착 시 PCR 테스트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단 백신 미접종자는
PCR 테스트 요구됨.)
2. 5.17.(월) 도착비자 발급 시작.
[미얀마]
- 국경 봉쇄, 군사 쿠데타 발생 및 시위 확산
- 외국인 입국 금지 재연장 (~추후 공지시까지)
- 양곤내 제한된 인원외 외출금지(부득이한 경우, 허가후 가능)
- 회사, 기관 직원 재택근무명령
[베트남]
1. 베트남 전지역 "Living with Corona" 정책으로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진행중 임
2. 호치민시를 포함한 베트남 전 지역 이동은 대부분 가능함. 다만, 각
지역별로 정책 적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3. 베트남 정부는 2022년 5월 2일부터 해외 입국을 전면 개방하기로
함.
- 입국전 PCR 테스트 결과 음성 확인서 요구함
[캄보디아]
1.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 백신접종 완료자: 공항 도착시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 백신미접종자: 입국시 PCR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

Indonesia

Jakarta

[인도네시아]
1. 자카르타 다시 확진자 증가로 다소 강화된
PPKM(대규모사회적제한)실시 22년 8월 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섬 지역 대부분 동등.
- 25% 재택근무 및 해외서 입국시 2차 및 3차 접종확인 증명서 및
PCR 음성 확인서 필수 지참, 국내간 이동시 백신 접종 확인서 지참.
2. 정부 발표로 최근 확진자(변이 바이러스)가 증가 추세임. (일 평균
현재 2 천명 이상 수준).
3. PPKM - level 2(중급)으로 일부 식당 및 쇼핑몰 부분적으로 영업
가능.

Philippines

India

Singapore

Manila

Mumbai

Singapore

[필리핀]
'1. 1.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됨. 외국인 입국허용예정(22.02.10이후).
국내선 이용 가능.
[인도]
1. 인도정부 코로나정책 전환
- 4월15일부터 COVID관련 제한사항을 대부분 해제하여 RT-PCR
test 도 해외여행인 경우만 요구됨
- 인도국내여행시 또는 항만당국에서 백신2차접종완료증명서만
요구하고 있슴
- 모든 시설운영제한 해제
- 선사 공기업 정부기관 방문허용
[몰디브]
1. 입국규제
o (백신접종 완료자(관광객 포함)) 21.7.26(월)부터 WHO 또는 몰디브
식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 및 모든 섬에서 관광숙소 숙박이 가능함.
o 12월부터 검사/심사 입회 가능함
[스리랑카]
1. 입국규제
o 검사입회가능함 다만 경우24시간 전에 도착하여 RT-PCR test 필요
o 백신2차접종완료자 입국제한없이 이동가능
o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입국 1일차 PCR 검사 실시 후 7일간
격리 실시하며, 격리 해제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함.
2. 검사/심사 입회는 콜롬보 내 정치적 혼란상황으로 출장을 자제하고
있음
[싱가폴]
1. 대부분의 국가에서 싱가폴으로 입국이 가능함.
2. 4월 26일(화)부터 인원 제한없이 social gathering(예: 식당에서
식사, 등등) 가능
[말레이시아]
1. 4/1(금)부터, 육로를 통해서도 싱가폴 - 말레이시아 이동 가능

Australia

Sydney

[호주]
1. 주정부 입국 제한 조치 및 금지
ᄋ22. 2.21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 2차접종까지
완료자에 한해 72간내 PCR 음성확인결과 제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조건 허용, 입국 후 PCR TEST 음성
무격리 * 각 주정부 규정에 따른 격리 및 입국 조치 상이
2. 주별 현황 요약
ᄋ NSW주(시드니지부 소재) : COVID-19 에 제한조치는 거의
해지된 상황이며 일부 공공교통수단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ᄋ WA주(퍼스출장소 소재) : 타주 WA 출입 시 (4/29~) 2차접종자
허용(G2G 신고 불요)하고 RAT 12시간내 테스트 후 양성일 때
자가격리 7일 시행, 터미날/부두마다 임검 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는
터미날/부두가 있어 여행계획 및 일정 사전조율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음 (사설부두는 외부인 출입금지 시키는 곳이 많으며 Public 부두도
Border force나 경찰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체류시간의 제한이 있음-통상 12시간 이내- 선박도 14일 격리기간을

두고 접안 해야 하며 14일 격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외부인 출입을
불허 함
ᄋ QLD주(브리즈번출장소 소재) : DARLYMPLE BAY를 제외한
퀸즈랜드 전지역 및 WA제외한 타주 검사 가능함
ᄋ VIC, TAS, ACT, SA주 및 NT 2차접종자에 입국 허용
[피지]
1. 5.1 부터 2차접종 입국자 입국 허용(사전 PCR TEST도 불필요)
[뉴질랜드]
1. 백신접종 완료자 4.13. 이후부터 호주 국민 및 비자 소지
외국인(학생, 워크비자 등)의 무격리 입국 허용
2. 백신접종 완료자 5.2.부터 한국 등 사증면제대상국가 국민 무격리
입국 허용

Hongkong

Taipei

Hongkong

Taiwan

[파푸아뉴기니]
1. 백신접종완료 증명서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22.2.16.~)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 ▸입국 후 격리 규정(격리는 지정 시설 또는
자택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자부담) ※ 모든 입국자는 도착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Ag-RDT) 실시 (비용은 350PKG
(약100미불) 소요)
- 음성 : 격리 없음 / 양성 : 14일 격리 (격리 방법 등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름)
1. 홍콩 거주민 외 입국금지 해제 ('22.5.1일부터 시행 / 백신접종자,
1주일 지정된 호텔 격리, 1주 자가 모니터링)
2. 공공 모임인원 제한(2인 -> 4인, '22.4.21일부터 시행)
3. 식당/카페내 음식/음료 섭취 허용(8인, 오후 12시로 완화,
'22.5.5부터 시행)
4. 공공 기관/박물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점진적 재개
('22.4.21일일부터 시행)
5. 학교/유치원 대면수업 점진적 재개 ('22.4.18일부터 단계적 시행,
오전수업, 매일 자가검사키트 검사, 학생 백신 접종률 90% 이상시
오후수업까지 진행가능)
6. 최근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추세 (약 2,000
건이상) 임.
7. RO Surveyor/Auditor, Shipping agent, 컨테이너 화물 작업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 강제 코로나검사 법안 시행
(백신접종자 - 선박 하선후 21일동안 매 3일마다 코로나 강제검사 /
백신미접종자 - 선박 하선후 21일동안 매 1일마다 코로나 강제검사)
('21.11.22일부터 시행)
8. 새로운 행정장관(존 리) 임기 시작('22.7.1) 및 코로나 방역정책 및
격리기간 완화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 예정 임.
1. 대만 국적자, 외교 및 거주증 소지자 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전면 중단되어 코로나 발생이후 현재까지 국경이 봉쇄되고 있음
2. 방역 2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중이며,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 착용시 벌금 NTD 3,000~15,000
3.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 NTD300,000∼NTD1,500,000
4.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및 7일간의 자기방역 관리 필수 : 자가에서

Canada

America

Vancouver

Los
Angeles/
Seattle

격리 불가능하며 정부 방역시설 및 정부승인 방역호텔에서만 격리
가능함
5. 최근 해외 입국자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및 국내 확진가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규제 시행중
6. 코로나 발생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이 중단 및
국경봉쇄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황이였으나 최근 급격한 전파로 인하여
1일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
7. 최근 카오슝 및 타이중항에서 선급검사원의 코로나 감염사례
발생으로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중인 대만정부에서
선급검사원에 대한 긴급방역정책이 공표(대만 교통부 항만국) 되었으며
주요정책은 아래와 같음
1) 승선 前 단계
① 대만 교통부 항만국 이메일로 아래 5가지 서류 첨부후 사전 승인
: 승선신청서/3일전 PCR 증명서/선사신청서/방역계획서/신분증 등
제출
② 상기 ①항 서류를 항만국 전산시스템에 재 등재
③ PCR 증명서 방역당국 전산시스템에 재 등재
2) 승선 後 단계
① 1주일동안 PCR 검사 1회 및 진단키트 검사 1회 실시
② 개인건강 관리기록부 매일 작성
③ 진단키트 관리기록부 작성
④ 상기 ①~③ 자료를 3주간 방역당국에 이메일로 매일 보고
⑤ PCR 및 진단키트 결과를 3주간 방역당국 전산스시템에 등재
** 문제점 **
- 승선을 위하여 상기 설명한 바와같이 PCR 검사/증명서 발급(최소
1.5일 시간 소요) 및 동일한 반복업무를 3차례 이상 요구함에 따라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 따라서 신속한 현업 수행에 어려움 및 향후 고객불만사항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대만의 경우 상기와 같은 강력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확진자 등의 문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역정책으로 검사업무 및 영업활동에 큰 제약과 한계가
있음
외국인 관광목적 입국 금지. 외국에서 (캐나다인 포함) 캐나다 입국시
출발 72시간전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필수 및 2주 자가격리.UK,
Brazil and Africa 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BC, ON, QC주 확진자
급증. QC주야간 통행금지. UK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대서양
인접주(Atlantic Provinces, NS, NB, NL and PEI)는 캐나다 내
타주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도 2주 자가격리 요구. BC주 주비상사태
연장(State of emergency), BC주 온타리오주에 이어 2nd wave
선언. 확진자 급증세. BC주 현재 Semi lockdown 상태(한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외에는 타인과 어울리지 말것 권고.(적발시 벌금, 무기한
연기,가족외 타인과 식사 및 파티등 금지)
* Delta 변이에 대한 보호 강화
- 잠재적이거나 높은 이동지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외 여행 보류 권고
* 해외 여행자
- 국외 여행자 : Vaccine 접종자 강력 권고, 공항 내 접종 가능
- 국외 입국자
1) Negative Covid-19 Test 필수조건(여행 전 3일 이내), 출국
국가별 Quarantine 등 별도 관리

Huston/
Panama

New
Orleans

Brazil

2) 도착 후 3~5일 이내 Viral Test 또는 자가 격리 10일
3) 14일 동안 위험 타인 접촉 주의
* 국내 여행자
- 백신 접종 기록 QR Code로 관리 및 공항 제시 요구
[휴스턴]
-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접종율이 가장 높음(휴스턴지부 2차까지 접종 완료)
- 해외입국자는 PCR Test 결과가 필요하나 격리조치는 없음
- 각 터미널 또는 방문지에서 14일 이내 감염자와 접촉 여부 및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출입이 불가함
- 텍사스주는 마스크 착용 강제적용을 중지하였으나, 대부분의 건물
내 출입 시 여전히 마스크 착용해야 함
[파나마]
- 파나마: 4월 21일자 행정명령으로 남미에서의 입국자는 3~5일
격리조치함.
- 파나마 입국자에 대해 PCR test(코로나검사) Cert.가 필요
- 코로나환자 증가로 인해 필수업무를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 모든
이동 불가(현지검사원 로베르토는 이동허가증을 받은 상태로
검사업무에 문제없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COVID-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작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하였음.(2021-07-16)

New York

- 2022.4.1일부로 캐나다 입국 허용됨에 따라 뉴욕지부에서 출장
업무 가능

Sao Paulo

-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규정 해제, 각 병원 중환자실
60% 점유, 해외입국자 PCR test및 2주간 자가격리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1월26일을 기준으로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72시간전 PCR음성 확인서 및 입국 48시간전 DDJJ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이룹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 왔거나, 경유하는 경우, 격리가
요구됨.
- 항만 터미널의 경우, 산로렌조 일부 탱커 터미널은 "부득이 특별한
업무를 위한 승선목적"이 아닌 경우, 승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이는
터미널 및 위생국 규정이기는 하나, 앵커리지에서의 승선은
해당되지 않아, 묘박지에서 승선 검사는 가능함.

Argentina

Buenos
Aires

[칠레]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지 지참, - 칠레 도착
48시간 이내 여행 및 건강 정보 확인서 On-Line 작성(c19.cl), 여행자 보험증서, - 백신예방접종증명서(Pase de Movilidad,
mevacuno.gob.cl 접속,
최대 30일 소요), - 입국 후 PCR Test 재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호텔 1일 격리)
[우루과이]
- 2021년 11월 1일 이후 국경 전면 개방, 입국조건 - Vaccine
주사 2회 이상 2) 입국시 72시간 전 PCR Test 실시 3) 입국시
JURADA Declaracion 입력

Greece

Athens

- Free moving around Greece. Restriction traveling to/from few
areas (e.g. TURKEY, AMERICA) depending on the regulations of
the destination country. All domestic transportations can be
freely used. Mask use is mandatory in all indoor places
including all offices and in outdoor places where distance of
1.5 meters can not be kept. 40% of office employees of each
company shall be home-working. Home working shall be
officially declared to Governement's system as mandatory policy.
Gatherings up to 9 people is allowed. There are local additional
measures depending on the area (e.g. mandatory mask wearing
also in outdorr places). Home working is mandatory to office
employees depending on work type. Most flights available.
Covid test required for travelers or not depending on origin
country. Special form to be prepared 24 hour before travelling
to Greece. Random Covid Tests are conducted in the Greek
airports for travellers coming from abroad.
- LOCK DOWN In Greece starting from 7/11/2020. Moving only
allowed after sending SMS or by having special permition for
special reasons and for business purposes. Restriction to
abroad and domestic traveling. Mask use is mandatory
everywhere. All shops (except food stores,gas stores and druf
stores) to be closed for 3 weeks. 50% of office employees of
each company shall be home-working. Home working shall be
officially declared to
Governement's system as mandatory policy. Gatherings not
allowed.
[Egypt]
- All travellers to Egypt should hold ( -ve)PCR test Certificate
in English/Arabic language issue date max. 72 hours from
travelling date.

Egypt,
Rumania,
Bulgaria,
Malta,
Cyprus etc

[Rumania, Bulgaria, Malta, Cyprus]
- Travelling restrictions implemented. Negative Covid test
required for entering the country in most cases.

Denmark
Copenhage
n

- Travel from EU and Shengen countries, as well as the UK
whichever are categorized
at a yellow risk level has been lifted from 27th of June. In
addition, countries other
than mentioned above confirmed as yellow risk have beed
accepted to visit
Denmark(Including Korea)
- Residents from high risk countries, who are able to enter due
to one of the worthy
cause rules, now need a negative COVID-19 test not more
than 72 hours old to be
able to enter Denmark.

Norway

- People arriving in Norway fro Red zone countries are to be
14days of quarantine
mandatorily (Including Copenhagen Denmark)

Sweden

- No limits

UAE

- There is the movement restriction between "Abu Dhabi" and
other Emirates (Dubai etc.) To enter Abu Dhabi, it is required
COVID Negative Test Result within 48 Hours.
- Dubai is open for all with some requirement of COVID-19
(On-arrival PCR Test etc.).

Arabia Phe,
Persian
Gulf,
Red Sea,
Oman Gulf
etc

- The border of all country has been closed since the start of
COVID Pandamic. It is open for the people who have the
valid VISA (Residence).
- The short term VISA (Business trip) is still not possible to get
for all country except below;
1. Bahrain : it is possible to go "Bahrain", the country is open
with some requirement of COVID-19(On-arrival PCR Test
etc.) (Korean - VISA on arrival, Business trip possible)
- For the survey of those country, check the case by case with
"the local agent" and "Consulate of Korean in each country".

Republic of
South
Africa

- Border blockade
- Restrictions on traffic are lifted except for night. (Request to
restrict passage as
much as possible)
- Need a business pass when moving to another city.
- When access to port and vessel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 Documents requested by port authorities
* Letter of agency permission
- Lockdown moved to level 1 from 1 October 2020.
- Currently, international travel has been partially held since
October 1, and the border blockade continues.

Dubai

Durban

South area
of Africa

- Travel between countries adjacent to the border is allowed for
essential workers.

Germany

- No travel/going out restriction in place, Public transportation
is available but limited
number of flights, No entry control for the citizens/residents in
Eu and some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Poland,
Hungary,
Russia,
Finland,
Czech etc

Hamburg

[Poland]
- Entry from all neighboring EU member states is possible
without restrictions. Border controls now only take place on
the borders with Ukraine, Russia and Belarus. Poland has
been classified as a risk area since October 24th, 2020.
[Hungary]
- Hungary will continue to carry out EU internal border controls
until October 31, 2020. Budapest Airport is open.
International air and rail traffic is generally available, but
cross-border rail traffic between Budapest and Belgrade is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New entry requirements have
been in effect for Hungary since September 1, 2020. Entry is

for i.a. Germans then basically no longer possible.
[Russia]
- Russia is strongly affected by COVID-19. Regional focuses
are Moscow and St. Petersburg. Russia is still classified as a
risk area, which results in a quarantine obligation and a
mandatory PCR test when entering Germany. Travelers are also
generally no longer able to enter and leave the country via the
land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ing the border to
Belarus. When boarding an airplane with Russia as its
destination, foreigners must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
19 PCR test, even if they only want to pass through in transit.
The test result must have been determined not earlier than three
calendar days before the departure of the aircraft and must be
printed out in Russian or English. Non-Russian citizens who
enter Russia for business purposes are obliged to isolate
themselves in the apartment for 14 days afterwards
[Finland]
- Pers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continue to enter
the border. Since October 1, 2020, the 14-day self-isolation
can be waived if travelers coming from an epidemiologically risk
area can show two negative COVID-19 tests. The first test must
be taken before entry and must not be older than 72 hours. The
second test must be done 72 hours after entry.

Turkey

U.K.

Ireland

Istanbul

London

[Czech]
- The Czech Republic is now strongly affected by COVID-19.
In all part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border regions to
Germany, the number of infections has recently risen sharply.
Nationwide, the incidence is far more than 50 cases per
100,000 inhabitants per seven days, which is why the entire
Czech Republic has been classified as a risk area. German
citizens and all travelers with permanent residence or domicile in
a country in the green category (according to the traffic light
system introduced in mid-June) can, in principle, enter the
country without giving reasons if they have not spent more than
12 hours in a country in the red category during the last 14
days.
- It can perform all survey and audit in turkey. However it can
be visited at the Shipping Company
- There is a movement restrictions of traveling to Ireland,
Iceland due to self-isolation for 14 days
- Self-isolation for 14 days when traveling from Spain,
Belgium, France,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Portugal(except the Azores and Madeira), Greece, (except
Greek islands: Corfu, Crete, Kos, Rhodes, Zakynthos), Italy,
Germany, Sweden, Denmark
- England lockdown from 5 November
- Wales lockdown from 9 November
- (Ireland) All arrivals from overseas locations, except those

coming from a country or region categorised as ‘green’ under
the EU traffic light scheme, are asked to restrict their
movements for 14 days on arrival into Ireland.
- 1st July~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foreign
entry passengers.
- If there is related documents for COVID-19, can access the
port.
- Restriction Movement: Madrid is under lockdown, entering
and leaving the city is restricted until 9th Nov, a nationwide
nightly curfew is in place (0:00~06:00).

Spain

Madrid

Portugal,
Moroco

Italy

Milan

[Portugal]
-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all local/foreign entry
passengers from 1st July (Passengers must conduct a
negative test within 72 hours prior to disembarkation or they
may stare upon arrival)
- For access the some ports in Portugal, COVID-19 test results
are required.
[Moroco]
- Border blockade(Until further notice)
- Prohibition of foreign entry, health emergency
- Border blockade(gradually opening)
- Permission to enter Italy by residents of 14 countries,
including Korea(with self-quarantine 14 days) from 1st July
-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quarantine : from Spain,
France, Belgium, Netherlands, UK, etc
- Emergency decree in Italy
. Period : 06.Nov. ~ 03.Dec.
. The region located Milano Office was classified as Red (high
risk) zones.
. Restrictions on movement (except for work, health, and other
essential reasons)
. Restricted access to this area
. Government website :
http://www.governo.it/it/articolo/domande-frequenti-sulle-misure
-adottate-dal-governo/15638
[Croatia]
-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Fill out the immigration report before entering the country.
-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
-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issued within 48 hours
from Korea
- Government website :
https://mup.gov.hr/uzg-covid/english/286212
[Slovenia]
-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quarantine : from
Spain,France(some region), Belgium, Croatia, France,
Greece(some region), Italy, Netherlands, Spain, Switzerland, UK,
etc

-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
- Government website :
https://www.gov.si/en/topics/coronavirus-disease-covid-19/bord
er-crossing
[Swiss]
-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quarantine : from Spain, Croatia,
France(some region),
Belgium, Austria(some region), etc.
- Government website :
https://www.bag.admin.ch/bag/en/home/krankheiten/ausbruecheepidemien-pandemien/aktuelle-ausbruecheepidemien/
novel-cov/empfehlungen-fuer-reisende/quarantaene-einreisend
e.html#1918240392%E2%80%8B%E2%80%8B%E2%80%8Betc
[Tunisia]
-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PCR report, quarantine : All
countries
- Restriction on movement
[Austria]
-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France(some region),
Coratia, Spain, etc
-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
- Restrictions on movement, Close of all shops
- Government website :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
ormen&Gesetzesnummer=20011303

Croatia,
Slovenia,
Swiss,
Tunisia,
Austria

France

Paris

- Travel to risky countries (the most European countries) or
contact with corona virus patient -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
- information:
https://www.netherlandsworldwide.nl/latest/news/2020/06/15/going
-on-holiday-abroad-countries-whose-borders-are-open
- 'Partial lockdown' till mid December

Netherlands

Rotterdam

Luxemburg,
Belgium

- No boarder closed. No restriction of movement was imposed.
However, wearing of Mask is compulsory inside building and
congestion outside areas such as in the park, rivers and resorts.
Please refer to below for the recent situation in France

- Luxemburg
. Netherlands travellers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 after
return from Luxembourg
- Beligum
. Netherlands travellers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 after
return from Belgium
. Need document to enter Belgium & COVID 19 test in Belgium
if traveller stay more than 48hours

※ 한국어 기준으로 기재하되, 원문에서 영문내용만 기재된 경우 영문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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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EMS 특송현황

(자료 : 우정사업본부, 8/1(월) 기준)

□ 국제우편 EMS 접수가능 국가 안내

( 8/1 기준 )

국가명

항공통상

선편통상

K-Packet

항공소포

선편소포

EMS

가나

○

×

×

○

×

×

그리스

×

×

×

×

×

○

나이지리아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

×

네덜란드

×

×

×

×

×

○

노르웨이

×

○

×

×

○

○

뉴질랜드

×

×

×

×

×

○

대만

×

×

○

×

×

○

덴마크

○

×

×

×

×

○

독일

○

×

○

×

○

○

라오스

○

×

×

○

×

○

러시아

×

×

×

×

×

○

레바논

×

×

×

○

×

×

루마니아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말레이시아

○

○

○

○

○

○

멕시코

○

×

×

×

×

○

몰디브

○

×

×

○

×

○

몽골

×

×

×

×

×

○

미국

○

△

○

×

○

○

미얀마

○

×

×

○

×

○

바티칸

○

×

×

○

×

×

방글라데시

×

○

×

×

○

○

베트남

○

×

○

○

×

○

벨기에

○

×

×

×

×

○

부탄

×

×

×

×

×

×

불가리아

○

×

×

○

×

○

브라질

○

×

○

×

×

○

사우디아라비아

×

×

×

×

×

○

사이프러스

○

×

×

○

×

○

산마리노

○

×

×

○

×

×

스리랑카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스페인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싱가포르

○

△

○

×

○

○

비고

프리미엄불가

선편통상(일반
○, 등기×)

선편통상(일반
○, 등기×)

국가명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아일랜드

항공통상

선편통상

K-Packet 항공소포

선편소포

EMS

×

×

×

×

×

○

×

○

×

×

○

○

아제르바이잔

×

×

×

×

×

○

에티오피아

×

×

×

×

×

○

영국

○

×

○

×

×

○

오만

×

×

×

×

×

○

오스트리아

×

×

×

×

×

○

요르단

○

×

×

○

×

○

우주베키스탄

×

×

×

×

×

○

우크라이나

×

×

×

×

×

×

이란

○

×

×

○

×

○

이스라엘

○

×

×

×

×

○

이집트

○

×

×

○

×

○

이탈리아

○

×

×

○

×

×

인도

×

×

×

×

×

○

인도네시아

×

○

×

×

○

○

일본

×

○

○

×

○

○

조지아

○

×

×

○

×

○

중국

○

○

○

○

○

○

체코

×

×

×

×

×

○

칠레

○

×

×

×

×

○

카자흐스탄

×

×

×

×

×

○

카타르

×

×

×

×

×

○

캄보디아

×

×

×

×

×

○

캐나다

○

○

○

×

○

○

케냐

×

×

×

×

×

○

쿠웨이트

×

×

×

○

×

×

탄자니아

×

×

×

×

×

○

터키

×

×

×

×

×

○

태국

○

○

○

○

○

○

튀니지

○

×

×

○

×

○

페루

×

×

×

×

×

×

포르투갈

○

×

×

○

×

○

폴란드

×

○

×

×

○

○

프랑스

×

×

○

×

×

○

핀란드

×

○

×

×

○

○

필리핀

○

×

○

○

×

○

헝가리

○

×

×

×

×

○

호주

×

○

×

×

○

×

홍콩

○

○

○

○

○

○

소계
38국
17국
16국
27국
18국
※ 독일행 국제우편물 기표지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반송됨에 주의

66국

비고

프리미엄불가

접수지역제한

접수지역
제한

□ 국제우편 EMS 접수제한 국가 안내

( 8/1 기준 )

EMS 취급 지역은 우편번호별로 차이가 존재
1. 우편번호 [1~로] 시작 하는 메트로 마닐라지역 EMS서비스 제공가능 (단, 지연가능)
2. 팔라완섬(5314, 5315, 5316, 5317), 민도로섬(5110, 5111)
필리핀

: EMS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으로 접수 불가
3. 1번,2번 이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지연 지역으로 배달은 가능하나
EMS서비스 제약(배달확인 등 종적정보 누락 및 장기 지연 배달 관련 등)
※항공통상, 항공소포,K-Packet도 동일하게 적용. 선편소포는 전 지역 접수 가능

□ EMS프리미엄 배터리 발송불가 국가
※ 배터리 내장 제품 및 외장형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 포함이며, 접수 시 반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봉(GA)

과데루프섬(GP)

기니(GN)

기아나(GF)

네팔(NP)

니제르(NE)

라이베리아(LR)

마르티니크(MQ)

말리(ML)

모리타니(MR)

베넹(BJ)

볼리비아(BO)

부르키나파소(BF)

알제리(DZ)

우간다(UG)

이집트(EG)

중국(CN)

중앙아프리카(CF)

차드(TD)

카메룬(CM)

캄보디아(KH)

케냐(KE)

코트디부아르(CI)

콩고민주공화국(CD)

토고(TG)

파라과이(PY)

피지(FJ)

호주(AU)

아프리카, 중동 등 생소한 국가 발송 시에는 프리미엄 콜센터 문의 후 접수 (☎ 1588-5027)
<일본행 통관대행서비스 지연 안내> (8/8)
- 사유 : 일본행 포워더업체(NTI) 항공발송 담당직원 및 화물운송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발송업무 불가
* 발송작업 중지기간(예상) : 8.8.(월) ~ 8.12.(금)
- 8월 5일(금) 이후 접수분부터 발송 대기 중, 향후 발송작업 가능 시 순차적 발송 예정
* 우편물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
EMS프리미엄 리비아, 예멘, 타지키스탄 운영중지 안내 (8/10)
- 리비아, 예멘, 타지키스탄
- 미운영일자 : 8.10.(수)부터
- 사유 : UPS 서비스 운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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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주요국 조치 현황
(자료 : 외교부, 8/16(화) 17:00 기준) ※국가순서별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구

분

조 치 사 항
③ 스마트폰 오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카오 헬스 코드' 를 발급받을 것
* 마카오 헬스 코드 발급 관련 링크 : (ssm.gov.mo)
④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 격리 면제 / 단, 중국 내 주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한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 격리 등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2) 홍콩 → 마카오
① 입경 24시간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입경 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것(백신별 권장 접종 횟
수를 모두 마친 경우를 의미, 예를 들어 얀센은 1차, 화이자는 2차 등)
③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7일간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셀프 모니터링(22. 8. 6. 부터)
④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4일간의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3) 대만 → 마카오
① 입경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온(검채 채취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필요 없
음, 예를 들어 36시간 이내 검사하여 24시간 이내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가능)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입경 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을 것(백신별 권장 접종 횟
수를 모두 마친 경우를 의미, 예를 들어 얀센은 1차, 화이자는 2차 등)
③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7일간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셀프 모니터링(22. 8. 6. 부터)
④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4일간의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4)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기타 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① 위 (1)~(3) 의 조건을 충족할 것
② 마카오 방역당국은 마카오 거주민 또는 마카오 방역 당국의 필요 또는 요
청이 있는 경우, 마카오 입경 전 14일 이내에 기타 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경자라 하더라도 그 출발지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
여 입경 제한을 면제할 수 있음
③ 출발지 국가가 중국인 경우, 마카오 방역 당국의 면제 승인이 없더라도
마카오 치안경찰국(출입경관제청)이 발행한 '거주 승인 허가서' 또는 '특별
체류 승인 허가서'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입경 제한을 면제할 수 있음.
3. < 기타 외국인 > 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 원칙 불허 / 예외적 인정
 (1)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가 아닌 다른 해외 국가
에 거주하던 외국인
① 예외적 입경 가능 사유
- 마카오의 공공이익(전염병 예방 및 통제 등)을 위한 경우
- 공공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② 'Entry Application for Foreign Nationals' QR 코드 스캔 후 입경 허가 신청 필요
(2)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중국 또는 마카오 지역에 거주하던 외국인
① 예외적 입경 가능 사유
- 마카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인척(Next of skin) 인 경우
- 마카오 내에서 일하기 위해 '체류 승인 허가' 또는 '근로 목적 입경 허
가' 등 예외적 허가를 받은 경우 등
② 'Entry Application for Foreign Nationals' QR 코드 또는 각 해당 항목에 맞
는 QR 코드 스캔 후 입경 허가 신청 필요
③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소지 등 필요
(3)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홍콩에만 체류했던 홍콩 ID 소지 외국인으로서,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이외의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① 예외적 입경 가능 사유
- 마카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인척(Next of skin) 인 경우
- 마카오 내에서 일하기 위해 '체류 승인 허가' 또는 '근로 목적 입경 허
가' 등 예외적 허가를 받은 경우 등
② Entry Application for Foreign Nationals' QR 코드 또는 각 해당 항목에 맞는
QR 코드 스캔 후 입경 허가 신청 필요
③ 12세 이상인 경우, 홍콩 정부가 발행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건강

구 분

조 치 사 항
상의 이유로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증명서 등 소지 필요
(4) 예외적 허가를 받아서 입경 할 경우 마찬가지로 7일간 지정 호텔 격리 및 3
일간 셀프 모니터링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마카오 블루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자 포함)" 도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입경 허가를
받아서 입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홍콩 또는 중국을 통한 입경만 가능(싱가폴
경유편 이용 불가능 - 2022. 8. 10. 현재)
* 지정 호텔 예약 시, 해당 호텔에서 홍콩 발 - 마카오 행 버스를 예약해주
기 때문에 버스표를 개별적으로 예약할 필요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주홍콩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미얀마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6.15.~)
※ 입국 시 구비 서류
- 백신접종증명서(입국 전 14일 경과) 및 RDT(신송진단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내)
또는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내)
* 백신종류 :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종 + 노바백스 누백소비드(Nuvaxovid)
* 만 12세미만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
- 모든 외국인 입국자 미얀마 보험기관의 보험 구매 증빙서류
(www.mminsurance.gov.mm -> General Insurance->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
에서 보험가입)
※ 방역 절차
- 공항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RDT) 실시, 음성시 격리 해제
(검사 비용 : 15,000짯)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입국 검역에서 필요)
- PCR 음성확인서(입국자 전원):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
(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검
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 제
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일본

▸입국 후 PCR 검사, 격리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2022.06.01.)
※ 6.1부터 한국은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모두 면제되는 청색국가로 분류
※ 6.1이전 입국한 경우, 6.1. 0시부로 동 조치 적용(6.1 0시 이후 남은 격리 및 검
사 면제)
▸ 3차 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일본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미실시
-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의 PCR 검사 미실시, 시설격리 및 자가격리 등 도착 이후
의 격리 미실시,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미실시
- 3차 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 없음.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문의 가능
- 일본 국내에서: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
어 대응)

키리바시
투발루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
▸외교・공무・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
우에만 비자 발급

유럽

투르크
메니스탄

- 관광비자는 발급 제한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입국 48시간 이내) 및 백신접종증명서(1차 접종 후 42일
이상 경과)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조치 시행

구
중동

분
팔레스타인

조 치 사 항

구 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구인두도말검사)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카메룬
아프리카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카메룬 도착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
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 (카메룬 출국시 조치)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 서류(PCR음성결과지등) 카메룬 공항
에서 제시필요(22.4.7부터)
-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 30,000XAF(약 50USD)
- (참고) 당초 카메룬 측은 모든 출국자에게 최종도착지 요구 서류와 상관없이 72시간 내
시행한 PCR음성결과지 제시를 요구해왔으나, 22.4.7부로 변경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
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콩고공화국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 주한중국대사관은 7.1.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탑승객에 대한 건
강 QR코드 신청․발급 및 탑승전 검사 간소화 조치에 대해 공지한바, 공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부터 간소화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시행 :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간쑤성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난닝)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
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방역팀 동의 시 목적지
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 신규 조치 시행 후 일반 승객 입국 절차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중국

공통

※ 탑승 전 24시간 이내(항공기 출발시간 –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
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
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한다.(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구이저우
성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
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단,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
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2022년 6.27(월) 국무원 코로나19 연합방역체제통합조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방안(제9판)>따라,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관리통제시간을 7일 시설
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28 현재 관할지역 정부는 관련 상세정보 미발표
※ 시설격리 1,2,3,5,7일째 및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 실시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시 후허하오터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 방역정책 적용
※ 14일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후허하오터시 도착 시 7일간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 네이멍구자치구는 관할지역관리 실시 중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
찰(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저위험지역에서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
가건강관찰을 완료하였더라도, 자치구 도착 후 3일 자가건강관찰을 추가 실
시하며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랴오닝성

▸랴오닝성 도착시, 6.28 이후 입국자에 대하여 ‘7일 집중격리3일 자가 건강검측’시행
※ 격리기간중 1,2,3,4,5,7일째 핵산검사 및 3일 자가 건강검측 기간 중 1회 핵산 검사 실시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 검사 2회 필
요(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
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건강 QR코드 신청 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 밀접 접촉날짜
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 및 도착지역 정
책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광둥성

*발급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1차 핵산(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7
월 4일 항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

▸간쑤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
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광둥성 도착시, (광저우, 선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
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
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검사 2회 필요
(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조 치 사 항

▸직항편으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
일 건강모니터링 실시(2022.7.6. 발표)
베이징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7일 시설격리
+3일 건강모니터링 실시 후,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및 베이징 젠
캉바오 녹색 바코드 지참 시 정상적으로 베이징 진입 가능

구

분
산둥성

산시성
(陝西省)
산시성
(山西省)

조 치 사 항
▸산둥성 도착시, 6.29(수)부터 해외입국자-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로 변경하고, 시설격리 1,2,3,5,7일째와 자가 건강모니
터링 3일째 되는 날에 핵산 검사를 실시함.

장시성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장쑤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장쑤성
진입 규정을 적용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산시성 도착시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 도착 후 1,3,7일째 되는 날 PCR 1회 실시(2022.6.9.(목)기준,
산시성 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장쑤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장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 만약 자가건강관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건강관리조치를 10일간
진행한 경우, 저장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저장성 진입 규정을 적용
- 건강관리조치 10일 미만인 경우 저장성 도착 후 추가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3일간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저장성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7일
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사전에 목적지 방역당국에 이동 가능여부 및 이동 후 격리정책 등에 대
해 확인 필수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3일 자가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경우, 안후이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안
후이성 진입 규정을 적용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안후이성으
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
강관찰 진행

▸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윈난성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저장성으로 이
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저장성으로 입국하였으나 목적지가 타지역일 경우, 저장성에서 7일간 지
정 시설격리를 마치고 3일 내 저장성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후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동하거나,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
를 구한 후 기차표·비행기표를 구매하여 이동할 수 있음.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핵산검사 5회(격리 제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
회(격리 제3일째) 실시
※ 자가 건강모니터링 기간 외출 불가하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장쑤성으로 이
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
강관찰 진행

① (목적지 상하이)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
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
합하는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3일간 자가건강관
찰 실시
- (핵산검사) 지정시설 격리 중 핵산검사 5회 실시, 3일 자가건강관찰 중 핵산
검사 1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라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
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혹은 해당 목적지 정부의 정책에 따름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안후이성

▸ 장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
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시짱자치구

쓰촨성

조 치 사 항

▸산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
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상하이시 도착시,

상하이시

구 분

지린성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
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 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
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구

분

조 치 사 항

충칭시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7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
동한 경우 추가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칭하이성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칭하이성 도착시 지정 경유 공
항 소재 도시의 상황에 따라 격리 일수 확정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위험지역이지만, 행적마에 별 표시 있을 경우:
3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중-고위험 지역일 경우: 관할 지역에 따라 격
리 일수 상이,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시설격리 실시(구체적 내용은
관할 거주단지 사전 문의 필요)

톈진시

▸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푸젠성

▸푸젠성 도착시, (샤먼)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하이난성

▸하이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허난성

▸ 허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허베이성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第一入境点)에서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 1, 2, 3, 5, 7, 10일째 PCR검사 실시
※ 원격(远端) 관리통제 및‘포인트 투 포인트(点对点)’ 인계 강화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후난성

▸ 후난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26개 국가 ‧ 지역
구 분

뉴질랜드

니우에

▸ 6.27.부터 니우에-뉴질랜드 간 무격리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며, 해외 방문객 입국은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 입국요건
※ (만 17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 (만 4세 이상) 니우에 정부가 승인한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 제출
* 한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쿡제도, 토켈라우, 사모아,
피지, 통가, 투발루,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상기 승인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했다는 증거 입증 필요
※ 의무후송(medical evacuation) 비용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입국 전 니우에 여행자 신고서(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 등록 필수. 미등록 시, 탑승 불가
* 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 : 니우에 정부 웹사이트(www.covid19.gov.nu)에서 백신
정보 등을 등록한 후, Travel Pass 발급받아 입국 가능.
※ 최근 3개월 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경우, 회복증명서 제출 필요 (단,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 불요)
※ 환승은 상기 승인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니우에 이민성에 별도로 환승 신청

아시아
․
태평양

▸ 우한으로 입국 시,
- (최종 목적지 후베이)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목적지에서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폐쇄 루프 방식으
로 공항, 기차역으로 수송 후 목적지 이동
후베이성

※ 비용 자부담, 지정 시설격리 1,2,3,5,7일차 및 자가 건강검측 3일차 핵산검사
실시, 최종 목적지 도착 후 격리 여부는 도착지 격리정책에 따름
▸ 다른 성으로 입국 후 후베이성 도착 시,
-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
지,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조 치 사 항
▸ 백신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제출(만 17세 이상)
※ 5.2.부터 우리국민 방문객 무격리 입국 허용 (8.1.부터 전세계 방문객 무격리 입국 허용)
- 입국 전 NZeTA 신청 및 NZTD* 등록 필수
* NZTD(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 : 입국 전 NZTD 온라인
시스템에 백신 정보 등을 등록한 후, Travel Pass 발급받아 입국 가능. 미등록 시, 탑승 불가
※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입국하지 못한 기존 2019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단,
2022.9.13.전까지 입국해야함)
- 5.10.부터 아국인 대상 2022년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실시
※ 6.21.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는 폐지됨.
※ 모든 해외입국자(6개월 미만 유아 제외)는 뉴질랜드 입국 시 제공받은 2개의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이용,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백신 미접종자
※ 백신접종증명서 미제출자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됨.
※ 만 16세 이하 백신 접종 증명서 예외 대상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사유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 뉴질랜드 환승 -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24시간 초과할 경우 별도 입국비자 필요)
- 6.21.부터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 불가
※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
※ 단, 18세 이상 외국인 중 WHO긴급승인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승인
신청 가능(이와 별도로 사전에 유효한 사증 소지 필요)
* 1회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28일 전,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14일전까지 접종 완료했음을 증명
① 입국승인 신청은 바누아투 전자여행 시스템 (Vanuatu Electronic Traveller
System)에서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 격리비용, 여권 및 사증,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https://covid19.gov.vu/index.php/travelling-to-vanuatu
② 바누아투측으로부터 확인 메일을 받은 후 여타 건강정보와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를 전자여행 시스템에 업로드 등록
③ 도착 후 15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자부담), 도착 1일, 5일, 11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구 분

브루나이

사모아

조 치 사 항

구 분

▸ 출입국 조치 완화(2022.6.15.부터)
ㅇ브루나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ㅇ백신접종 완료자*(18세 미만 미접종자 포함)의 경우, 도착 코로나 19 검사 폐지
및 자가격리 면제
*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등 2차접종 완료자, 얀센 1차접종 완료자
ㅇ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도착후 ART 실시, 3일간 자가격리 및 3일차 PCR 검사 실시
* 브루나이 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경우 의학적인 면제사유 입증자
▸육해로 국경 개방
ㅇ2022.6.15.부터 필수 목적(출근, 통학, 경유, 필수물품 운송)의 경우에 국한하여 총
리실 허가 하 이동 가능
ㅇ비필수 목적의 여행을 포함한 육해로 전면 개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8.1부터
시행 예정
▸8.1.부터 해외 방문객 입국 허용
▸입국요건
※ (만 12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 필히 서류본 제출 (전자문서는 불인정)
-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한 시점부터 항공 탑승 가능
※ (모든 연령)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제출, 필히 서류본 제출 (전자문서 불인정)
▸입국 시
※ 사모아행 항공편 탑승 중 입국신고서 작성 필수(현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필수 입력)
※ 입국 후 3일 내로 의료시설에서 감독하 신속항원검사(Supervised RAT)
실시(자가검사 불인정)하고, 검사결과를 보건부(surveillance@health.gov.ws)에 제출
-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하고 7일차에 재검사 실시(재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자가격리 3일 연장 후 재검사)
▸예외사항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입국 30일 전 사모아
보건부(surveillance@health.gov.ws)로 백신접종 예외 신청 가능(사유 명시된 의사소견서* 첨부)
* 사모아 보건부에서 의사소견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입국 거부 가능)
▸환승 시
※ 환승 도중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환승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독 하 RAT
실시(24시간 미만 경유는 해당없음)

쿡제도

▸ 5.1.부터 국경 재개방
▸ 입국요건
※ (만 17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예외사항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www.cookislands.travel/entry의 관련 양식
다운받아 백신접종 예외 신청 가능

통가

▸ 8.1.~31.간 시범적으로 국경 재개방하고, 9월 재검토 예정
▸ 입국요건
※ (만 12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 제출
- 백신접종증명서는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이메일 제출 필수
- 출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서류본 제출
※ (모든 연령)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RAT) 제출
- 출국 시 서류본 제출(전자문서 불인정)
※ 통가 체류 시 숙소 예약확인서는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이메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제출
※ 통가 정부에서는 해외방문객 대상 여행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숙소 예약 시 구매 가능)
▸ 입국 시
※ 통가행 항공편 탑승 중 입국신고서 작성 필수(현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필수 입력)
※ 입국 후 3-5일차 의료시설에서 PCR 검사 실시(자가검사 불인정)하고,
검사결과를 보건부(travel@health.gov.to)에 제출
※ 양성 판정 시 5일간 자가격리 실시. 이후 증상이 계속될 경우 자가격리 3일 연장.
-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여행객은 5일간 마스크 필수 착용
▸ 예외사항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출국 48시간 전 통가
보건부(travel@health.gov.to)로 백신접종 예외 신청 가능(사유 명시된 의사소견서* 첨부)
* 통가 보건부에서 의사소견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입국 거부 가능)
▸ 환승 시
※ 환승 도중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환승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독 하 RAT
실시(24시간 미만 경유는 해당없음)

▸ 사전 입국 허가 제도 재도입(22.8.7.)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및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지를 소지한
외국인은 솔로몬제도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솔로몬제도

- 솔로몬제도 입국 전 여권사본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NHEOC_REPAT@moh.gov.sv
로 제출한 후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
- 솔로몬제도 입국 5일 전까지 Health Quarantine Questionnaire를 작성 후
NHEOC_REPAT@moh.gov.sv로 제출해야함.
- 솔로몬제도 도착 3일째 날에 코로나19 PCR 검사 필수
(Honiara 시 체류하는 경우 Mataniko Dental에서 PCR 검사 실시, 이외 지역의 경
우 지역보건소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싱가포르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단, 싱가포르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가족 사망 등) 단기 방문객은 사전입
국승인(Entry Approval) 후 입국 가능(7일 격리 원칙)
※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https://safetravel.ica.gov.sg) 참조
※ 13세 이상 미접종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
사)
- 자가, 직접 예약한 호텔/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가능
▸(VTF 시행)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 영문 백신접
종증명서 제시 가능한 자
- 우리나라 보건부 COOV 앱상 국제증명서 사용가능
- 부모와 동반입국하는 만12세 이하 (연도기준) 아동도 VTF 격리면제 대상
단, 싱가포르의 국가별 VTF 세부내용에 관해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조 치 사 항
▸(출국 전)
- VTF 대상자는 별도 입국 승인절차 없음
-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탑승/입국 제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
- https://tracetogether.gov.sg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입국심사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TraceTogether 앱 설치 여부 등 제시
▸(도착 후) 별도 코로나 검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해외입국자 치료비 등 자부담) 코로나19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시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환승관련) 환승구간 내 단순환승인 경우 별도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 없으며, 도착
지 국가 조건에 맞춰 준비
- 환승 시 입국 절차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 일반 입국 방역지침에 따름

▸ 백신접종완료 증명서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외국인(18세 이상의 성인) 입국
가능(22.2.16.)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 얀센 1회,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노
바백스(이하 2회 접종) 또는 교차 접종도 인정(3.22)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18세 이상 성인 승객은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를 소지해야함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다만,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WHO, FDA 승인 제품) 음
성 결과 /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다만,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증
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

구 분

피지

조 치 사 항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협력국가(Travel Partner Country)*발 모든 입국자(여행자 포함) 입
국 가능(21.12.1.부터)하며, 22.1.1.부터 아래 조치 적용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카타르,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아메리칸 사모아, 바레인, 캄보디아, 칠레, 쿡아일랜드, 사
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마이크로네시아, 핀란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그리스, 괌,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리바시,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몰타, 마셜제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노퍽,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포르투갈, 사모아, 솔로몬제
도, 통가, 투발루, 터키, 북아일랜드, 바누아투, 왈리스푸투나 등이며, 피지 여행 전
해당국가에 최소 14일 체류 필요
※ 22.05.01부터 입국 시 △16세 이상 피지 입국자 및 환승객은 입국전 백신 접종 완료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및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여행중 코로나 19검사 및 치료
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 증서 제출△피지 입국 후 48-72시간 내에 신속진단검사
(RAT)를 받을 수 있는 예약증 제출(검사기관에 인터넷 예약 및 선불 필요)
※ 피지 내 코로나 19 검사 예약 사이트(http://entrytestfiji.com)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
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
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Antigen Test) 소지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
한 12-17세 청소년,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아동은 코
로나 음성확인서 불요

필리핀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 One Health Pass 등록
o 필리핀 입국자이 출발전 입국 정보, 영문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o https://www.onehealthpass.com.ph에서 등록 후 발급받은 QR 코드는 프린트 또는 스크
린샷을 이용해 휴대전화등에 저장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후 도착후 14일
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홍콩

[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
1. 홍콩 입국 가능 대상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1)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
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다음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② 백신 미접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구 분

조 치 사 항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영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탑승 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제시 필요
③ 2022. 8. 12(금) 00:0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및 백신 미접종자 중 예외적으
로 입국이 허용되는 사람의 격리 기간이 모두 3박으로 변경
(2)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일부라도 미소지 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 횟수 이상 접종한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2022. 7. 6. 부터, 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외에도,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단,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 증명서인 경우만 가능)
※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② 홍콩 정부 지정호텔 3박 예약증
※ 이미 14박 또는 7박을 예약한 사람의 경우, 해당 예약증을 가지고 입국
한 뒤 호텔 측에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을 변경
할 필요 없음(호텔 사정에 따라 환불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③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영문 또는 중문)
ㄱ.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소지 필요
※ 만 3세 미만의 유아만 코로나19 검사 면제, 그 외 모두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단,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전 검사만 면제되며, 입국
후에는 모든 검사 실시)
ㄴ.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으나,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 검사서 발급 가능한
지 및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수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 거부
ㄷ.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영문/중문
결과서만 인정
ㄹ.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PCR 대신 RAT 음성
확인서도 인정
[ 요건 ] 탑승일 전일로부터 14~90일 이내 확진되어 완치된 사람인 경우 인정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진일과 완치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의료 진
단서(영문 또는 중문) 또는 격리시작 및 종료일이 명시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영문)를 소지하고, 탑승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RAT 음성 확인서(영문 또는 중문)
를 소지하면 입국 가능
2. <중국>, <마카오> 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경우
(1) 입경 가능 대상 : 중국, 마카오에서 14일 이상 머무른 모든 사람
(2) 입경 가능 통로
① 선전 선전만 출입경 사무소(격리 필요)
② 주하이 강주아오대교(격리 필요)
③ 홍콩 공항(입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격리 필요)
(3) 홍콩 공항에서 환승 가능
: 격리없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 가능(24시간 내 입경 절차 없는
터미널 내 환승에 한함)
※ 6. 1(수) 00:00부터 홍콩 공항 단순 경유자는 코로나19 검사서 등 별도
준비서류 없음
① 중국 → 홍콩 공항 → 제3국(대한민국 등) 24시간 내 환승 가능
※ 제3국(대한민국 포함) → 홍콩 공항 → 중국 으로의 입국은 불가능
② 선전 서코우항(Shekou, 蛇口) 페리 이용하여 홍콩 공항에서 제3국(대한
민국 등)으로 환승 가능
※ 페리 이용 환승시 아시아나 항공(韩亚航空) / 캐세이 퍼시픽 항공
(国泰航空)만 가능
※ 항공편 예약 전 먼저 페리 표가 있는지 확인 필수
(4) 입경 시 필요 서류
① 입경 전 당일 또는 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구 분

조 치 사 항




(5)

(6)

(7)

(8)

※ 홍콩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중국에서 입경 시 코로나19 완치자, 미성년자 및 신생아 검사 예외 조항 없음)
②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일 것
ㄴ. 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지났을 것
③ 본인 격리 장소 증빙서류

ㄱ. 자가인 경우, 주소지 증빙서류(공공요금 고지서 등)
ㄴ. 호텔인 경우, 호텔 예약증(홍콩 정부 지정 호텔에서는 숙박 불가, 비지
정 호텔 등 예약 필요)
입경 후 격리장소 및 기간
※ 2022. 8. 12(금) 00:00 부터, 자가 또는 비지정호텔 격리기간이 3일로 변
경됩니다(비지정호텔 이용 시 3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요)
[ 격리해제 조건 ]
- 2022. 8. 12(금) 00:00 부터 도착일을 Day 0 으로 계산, Day 3 일째 아
침(09:00)에 격리 해제(손목밴드 제거)
- 격리 기간 중 PCR 의무 검사는 없음
[ 격리해제 후 코로나 의무 검사 및 주의사항 ]
- 격리 해제 후 Day 7 오전 09:00까지 셀프 모니터링 시작
- Day 3 부터 Day 7 까지 매일 2회 체온 측정
※ 격리 해제일부터 Day 7 오전 09:00까지는 셀프 모니터링 기간이나,
중국 또는 마카오에서 입국한 경우 동 기간 중 홍콩의 백신 패스
어플리케이션인 'Leave Home Safe' 사용 시 QR 코드가 황색으로 바
뀌지 않으므로 모든 일상 생활 가능
- Day 4, Day 6 에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
방문, PCR 검사(검사기관 위치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00HKD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turn2HK 격리 면제(홍콩 거주자 대상)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마카오에 격리 기간을 제외하고 14일 이상 체
류 중인 적법한 홍콩 체류 비자 소지자
② 신청 가능 지역 : 중국, 마카오 전 지역(아래 코로나19 위험지역 제외)
https://www.chp.gov.hk/files/pdf/at_risk_china_areas.pdf
③ 신청 방법 : 체류 지역 내 홍콩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홍콩 입경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온라인 신청
(coronavirus.gov.hk)
기업인 예외적 격리 면제(홍콩 거주자 대상)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광동성 또는 마카오에 기업체를 운영 중인 적
법한 홍콩 체류 비자 소지자
②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 사업관련 주관 홍콩 당국에 온라인으로 신
청(coronavirus.gov.hk)
Come2HK 격리 면제(홍콩 비거주자 대상)
① 신청 가능 대상 : 중국 광둥성 또는 마카오에 격리기간을 제외하고 14
일 이상 체류 중인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② 신청 가능 지역 : 중국 광동성 또는 마카오 전 지역(코로나19 위험지역 제외
③ 신청 방법 : 체류 지역 내 홍콩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홍콩 입경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주홍콩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미주

가이아나

구 분

조 치 사 항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
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
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미국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
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
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
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
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단, 증상 발생시 격리)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하고 부스터샷 접종시
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최신접종 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진단검사 결
과가 음성이라도)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
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
※ 백신접종 미 완료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동안 집에 머무를 것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
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
종완료(2차까지 완료, 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브라질

-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대신 허용되지 않음
2.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1) 항공/해상을 통한 입국 제출 면제 대상

▸2022.6.17.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 증명서(접종카드) 필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 (백신접종 완료 기준) 백신 종류 무관, 백신별 접종완료 기준 준수, 교차접종 허
용(단, 백신간 접종일자는 17일 이상의 간격)
※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예외) 12세 미만 또는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예외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사유 가능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제출면제 대상은 아래 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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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공) 항공기 탑승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탑승 하루 전 수행)
(해상) 선박 하선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상륙 하루 전 수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자는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
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의 서명 필요)
2) 육상을 통한 입국 제출 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긴급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화물운송 근로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수리남

※ 2022.6.20.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 예외적으로 ①내국인(거주자) ②외교관 ③중증
환자의 경우 수리남 외교부(conza@gov.sr)에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황열병 국가 경유(출발)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도착 10일 이전에 발급) 제출
▸(백신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6개월 이내) 증명서’ 제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코로나)보험
- 황열병 국가 경유(출발)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도착 10일 이전에 발급) 제출
* 백신접종완료자: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교차접종 불인정) 접종자, 백신접
종 완료 후 2주 경과,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

▸2022.9.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입국
가능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입국 가능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유럽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 우리국민은 2021.10.15.부터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
바쿠 공항에서 e-Visa 신청 가능
※ 단, △근로허가(work permit),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보유자 △가족
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의 특별승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
<코토카 국제공항 코로나 19 입국 검역 지침>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조 치 사 항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
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
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ㅇ WHO 인증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입국자는 출발 국가에서의 사전
PCR 검사 및 코토카 국제공항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Antigen Test) 면제
-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
인서 소지 및 코토카 국제공항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Antigen Test)를 받아
야 하며, 입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 가나 식약청 인증 백신(Astra Zeneca, Sputnik-V, Pfizer, Moderna(2회 접종)
/Johnson & Johnson(1회 접종))외 WHO에서 인증한 백신(COVAXIN,
BBIBP-CorV, CoronaVac, COVAVAX, NUVAXOVID) 추가 인정

아프
리카

가나

ㅇ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WHO 인증 백신별 필요 접종 횟수를 완료한 경우,
https://trustedtravel.panabios.org 또는 www.globalhaven.org 사이트를 통해 사전
백신 정보 및 백신 접종 증빙서(카드)를 업로드 후 백신 코드와 패스를 항
공기 탑승 및 공항 입국 시 제출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상기 사이트를 통해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업로드
ㅇ 입국전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를 ghs-hdf.org 사이트에 접속, 사전 입
력 후 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은 다음 항공사와 공항 입국 시 제출
ㅇ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시 검사가 면제되며, 백신 접
종 미완료 10세-17세 청소년의 경우 입국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ㅇ 코토카 공항 관련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ㅇ 2022.3.28.(월)부터 해 ․ 육상 국경이 개방되며,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사전
PCR 검사 제출 면제
-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구 분

라이베리아

적도기니

조 치 사 항

 (시설)격리 조치 : 7개 국가 ․ 지역 (정부시설, 지정호텔 등에서 격리)

▸(출발 전) 도착 96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18세 이
상) 소지
※ 사전에 Lib Travel 앱*을 다운받아 건강상태확인서 입력 및 검사비용($75) 결제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uma.libtravel
* 애플 : https://apps.apple.com/us/apps/lib-travel/id1537552090
※ 상기 앱 미작동 시 도착 후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검사비용 지불 가능
▸(도착 후) 모든 입국자 간이 테스트(RDT) 실시
※ 음성일 경우 공항 밖 이동 / 양성일 경우 시설격리
※ (7일간 시설격리 대상)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발 입국자(1박당 40불 본인 부담)
※ 도착 다음날부터 7일 자가격리 및 14일간 상기 앱을 통한 셀프 모니터링 권고
※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도착 후 검사 면제(상기 7개국 제외) 대상자는 도착 72
시간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구 분

조 치 사 항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20.12월부터 관광객 입국 가능)
(2022년 7월 4일부터) Test and Go(24시간 또는 RT-PCR 음성결과가 나올때까지 집/
호텔에서 의무 격리) 제도 시행
(즉 5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하는 제도는 폐지함)
부탄

※ 의무격리되는 집/호텔은 엄격하게 모니터링됨
※ Paro, Phuentsholing, Gelephu, Samdrupjongkar 외 다른 입국 지점의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21.7.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격리 면제(9.29.부터 도착 후 PCR 검사도 면제)
* 백신 접종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모두 인정하며(교차접종 방식도 인정), 백신별 접종횟
수를 접종하고 14일 경과 필요 (만 12-18세의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1.11.1.)
※ 모든 국제선 승객은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
서 및 백신접종증명서(모든 종류의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지참 필수
- 입국자 전원 지정호텔에서 3일간 격리 (외교관 제외)
- 동 기간 중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3일 후 격리해제 (검사비 및 숙박비
자가 부담)
※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족 포함)는 주재국 외교부에 입국 항공편 정보(도착 일
시 포함)를 사전 통보 한 후, 입국 후 자가 격리로 전환

※ 21.12.10.부터 만 12세 미만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 제출 불요
※ 22.2.8.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2.2.10.부터 스리랑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장기 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기간 및 출국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보장의 코로나19 보험을 가입해야 입국 가능
▸22.3.1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PCR 결과지 제출 불요
*접종완료 기준 : 성인(만18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과
교차접종 방식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백신별 접종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 만18세 미만인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시 PCR 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음.
※ 22.4.18.부터 모든 입국자의 건강 신고서 제출 불요
※ 22.4.21.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1일차 PCR 검사 및 7일간의 격리의무 폐지

- 모로코 입국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야만 입국 가능

모로코

①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PCR 음성확인서 (출국 전 72시간 검사 기준)
* 3차 접종 완료자 혹은 2차까지 완료시 2차 접종 후 4개월 미만 경과자
(단, 얀센 백신의 경우 1회로 2회 접종으로 간주)
② 건강상태 확인서 (온라인 및 항공기에서 배부)

* 백신 미접종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
항원검사 결과지(자가 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아시아․
태평양

※ 단,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면제, 12세~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2차 접
종 완료 혹은 PCR 음성 결과(72시간) 요구

중동

이라크

※ 모든 입국자는 최소 백신 2차 접종(존슨앤존슨 백신은 1차)을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백신카드 지참 의무(22.4.1.부터 시
행)(최종 접종일 관련 규정 없음)
- 백신 접종완료자는 PCR 음성결과 제출 면제
- 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불가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입국일 기
준 72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결과 제출 필요
▸(쿠르드지방정부) 21.3.8.부터 모든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허용
※ 22.1.5.부터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공식 인가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이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2회) 제출(13세 이상) 또는 PCR 음성확인서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 백신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후 최소 14일 경과(백신 종류 무관)
※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 격리 실시
(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

- RT-PCR용 검채 채취가 이뤄지는 입국공항(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나 6개월 이상
전에 Covid-19에 확진된 바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스리랑카

▸관광비자 소지자
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
※ 상기내용 증명을 위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
서(영문)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영문) 또는 탑승 48시
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백신접종완료자로 간주
- 이 경우 6개월 내 확진판정 서류(영문)와 백신접종증명서(영문)제출 필요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영문)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영문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제출 필요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
2. 백신 비접종 관광비자 소지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 또
는 탑승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도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시행된 PCR 또는 48시
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결과지(자가검사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또는 호텔에
서 7일간 격리

※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
※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
※ 2021.10.27.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단, 여행사를 통한 발급 권장) (검사 비용
자부담)

▸관광비자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입국자(거주비자 소지자 등)
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
※ 상기내용 증명을 위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
서(영문)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영문) 또는 탑승 48시
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백신접종완료자로 간주
- 이 경우 6개월 내 확진판정 서류(영문)와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

구 분

조 치 사 항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결과지(자가검사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
2.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결과지(자가검사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호텔 또
는 자택에서 7일간 격리
▸최근 14일 이내 베트남, 인도, 남미 국가, 남아프리카 국가 체류자 입국ž경유금지
※ 단, △스리랑카 국민,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
기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사업상 목적으로 초청되는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14일 격리 필요(21.8.19.부터 기업 초청 입국 불가)

태국

▸22.7.1부터 타일랜드패스 폐지에 따라 1만불 이상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태국 정부는 동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다만 여전히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Pro-ATK 혹은 RT-PCR) 소지해야 하며,△항공권 발
권 및 △태국 입국시 제시 필요.
※ 접종 기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요망

구 분

조 치 사 항
※ GCC국가와 EU국가 국민 및 체류자(Resident) 및 영국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완치된
방문객은 출발국가가 Standard에 해당되는 경우에 출국전 PCR 검사 선택사항이며,
대신 입국 1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아울러, 아래 COVID 건강상태
앱을 이용할 경우, Ehteraz 사전 신청 불요 및 입국 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필
요 (입국 후 Ehteraz 설치 필요) (4.30 영국 추가)
입국 전
QID
소지

접종완료
/완치

접종
미접종자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입국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72시간 이내 PCR),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정부 지정 숙소에서 5일 격
리(비용 개인 부담), ▴격리 3~4일차에 코로나19 재검사 필수

코로나 검사
미접

접종완료/

종자

완치

미접종자
입국 후
24시간 내

Standard

PCR 검사

5일

국

불요

(한국)

및 자가

자가

출발

24시간 내

면제

신속항원

Red
불요

신속항원
검사

검사

48시간내

5일

받은 PCR

호텔

음성

격리

출발

5일차에

격리

출국
국가

격리

입국 후

격리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온라인 서류(Pre-arrival Travel Form) 제출 불요

미주

완료,
완치

▸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방역조치 준수 필요 (6.13.)
-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
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가능, ▴격리 의무 無

입국 후

격리

코로나검사

호텔격리
5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유럽

중동

몰타

카타르

▸몰타를 제외한 전 국가를 Red 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제한조치 시행
o Red List 국가發 입국자
- 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몰타 보건당국이 인정하는 각
국가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완
치 증명서(6개월 미만) 중 1 지참시 자가 격리 면제.
* 유럽의약품청(EMA) 인정 백신에 한함(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
카, 얀센, 노바백스)
** PCR검사(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또는 신속항원검사(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 영문 음성증명서
※ 단, 만6세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검사 면제
▸입국 전면 허용
※ 출국지를 2개* 구분(Standard, Red)으로 나누어, Red List*발 백신미접종자에 한해
입국 불허 (이하 22.3.16. 현지시간 오후7시부터 적용)
* 한국은 Standard 국가
*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7개국(3.26부터 적용)
※ 백신접종완료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타(이상 2차), 얀센(1차)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 또는 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
-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백신 접종시: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단, 항체검사결과(Serology on Antibody
Test) 양성(positive)이어야 하며 검사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효 / 항체검사 불가
하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negative)이면 5일간 격리 의무 / 화이자, 모더나, 아스
트라제네카, 얀센으로 부스터샷 접종한 경우, 부스터샷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며, 항체검사 불요
※ 코로나19 완치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면역 보유로 간주. 단,
과거 확진 판정 공식 증빙 서류 필요
※ 상기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그룹별 입국 제한조치
(1) 거주허가증(QID) 소지자
(2) QID 미소지자 (방문객)

입국전
방문

접종완

료/완치

료,완치

종자

입국 후

격리

코로나검사
접종완
미접

미접종자

코로나 검사
접종완
미접종
료/완치

자

5일
Standar
d국
(한국)
출발

호텔 격리/
출국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격리면
제

가족관계 및
거주지증빙시
가족과

호텔/자
해당사
항 없음

자가격리

가격리
5일차
신속항
원검사

가능
출국
48시간
Red

내

국가

받은

출발

PCR

호텔격
입국
불가

1일
호텔

리
입국 불가

격리

1일차
신속항

음성확

입국
불가

원검사

인서
국가
ahrain
B
Kingdom of Saudi Arabia
Kuwait
Oman
United Arab Emirates
EU국가
United Kingdom

어플리케이션
BeAware Bahrain
Tawakkalna
Shlonik
Tarassud
Al Hosn
COVPass
NHS Covid Pass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1차 및 2차 접종일(얀센의 경우
1차 접종일), △백신 종류, △(가능한 경우)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및 QR 코드 포함

구 분

조 치 사 항
※ 자가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입국 후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는 공인 의료시
설에서 실시 필요
(1) QID 소지자 : 국립, 사설 병원 모두 검사 가능
(2) 방문객 : 가족과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인 사설 병원에서 검사 가능하며, 호텔 격리
대상자는 호텔에서 실시
※ 백신접종완료/완치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12세 이하 자녀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조치가
동일 적용되며, 입국 전 PCR 검사 불요, 입국 후 아래 장소에서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1) QID 소지자 : 카타르 입국 후 24시간 내 병원 어디든 가능. 단, Undertaking 양식 서명 필수
(2) 방문객 : 부모가 격리 면제 대상이면, 자녀는 카타르 입국장에서 검사/ 부모가 호
텔 격리 대상이면, 자녀도 격리호텔에서 검사
※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
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항공사와 카타르 공항
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급된 것을 준비
※ 호텔격리 대상 입국자는 여행 전 Discover Qatar 사이트
(https://www.discoverqatar.qa/welcome-home)에서 호텔격리 패키지 예약
※ 여행 전 준비 사항
(1)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자동 입국비자 발급)
- 사전 비자 신청 불요. 단, 여행 전 Ehteraz 웹사이트 등록 필요 / QID 소지자는 사전 등록 권고사항
(2) 사전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및 발급
- 여행 최소 3일 전 Ehteraz 웹사이트(www.ehteraz.gov.qa)에서 Travel Authorization 신청
(여권사본, QR 코드가 있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 등 업로드 필요, PCR 음성확인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원본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 발급 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 / QID 소지자, QID 미소지자이지만 GCC국가/EU국가 체류자인 경우에도
Ehteraz 사전 신청 불요
(3) Undertaking and Acknowledgement Form(서약서) 사전 작성
- MoPH 사이트, Ehteraz 사이트 및 항공사에서 양식 발급
- Standard국가에서 출국하고 카타르 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QID 소지자는 서약서 작
성 면제
(4) EHTERAZ 모바일앱 설치 필요
- 카타르 도착 후 Ooredoo 혹은 Vodafone에서 카타르 SIM 카드 구매(도하 하마드 국제
공항에서 구매 가능) 또는 로밍심카드로 설치

아프리카

부룬디

▸20.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
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시 공항에서 1회 PCR검사 실시하고 지정된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최대 24시간)
※ 21.1.11.부터 육로 국경 폐쇄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85개 국가 ․ 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구 분

조 치 사 항
▸22.3.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자가)격리 불요

네팔

*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교차 접종 인정)/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부스터샷 접종 불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 시설(자가)격리 불요

동티모
르

▸코로나위기관리센터(ccmc.gov.np) 접속하여 ‘International Traveller Online Arrival
Form(English)’ 작성 불요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21.5.7.)
※ 외국인 입국 가능(도착비자 제한 없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면제 (PCR 음성확
인서 제출 불요)
※ 백신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
※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 불가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사유서 제출 필요

라오스

※ 2022.05.09.(월)부터 라오스 출입국 국경 전면 재개방
- 입국을 위한 예외입국허가 및 RT-PCR 검사 불요
▸양자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또는 일방적 사증면제 부여 대상 국가 국민은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같이 라오스에 무사증 입국 가능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30일) 가능
- 상기 해당국이 아닐 경우 해외 주재 라오스 공관 또는 E-VISA 시스템을 통해 사증
을 발급받거나 라오스 국경에서 도착비자를 신청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라오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없이 입국 가능
-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당
- 만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및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는 입국 시 출발 48
시간 이내 발급된 신속항원검사(ATK) 결과지를 제출
- 라오스 도착 후 국경(공항)에서 별도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지 않음

몰디브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22.3.14)
※ 모든 입-출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불문, 몰디브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IMUGA)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입-출국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디브 입국 시 코
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이 불필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코로나19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여행관련 격리 불요

아시아․
태평양

□ 도착비자 전면 재개(5.17. 이후)
ㅇ도착비자 발급시 안내
- 각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방글라데시 출신자에 대한
일부 예외 있음)
-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 제시 필요
(EX: 비즈니스 방문 증빙 서류 등 필요. 귀국 항공권 / 숙박 예약증 등은 공통)
방글라
데시

- 사증/체류기간: 최대 30일(1회)
- 요금: USD 50(현금만 가능, 세금 포함 USD 51)
※ 도착비자가 전면 재개되었으나, 담당 기관 심사 후 도착비자 발급이 거
부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지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정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를 권장함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
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구 분

조 치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 격리기간
- 미접종자 / 1차접종자: 4박5일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나 도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착후 공항과 격리 4일차 PCR 검사를 실시함.

등) 접종을 받은 자

※ 2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코로나 확진 후 완치 판정자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인도네
시아

▸예방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
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
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 온라인 건강신고서(HDF) 제도 (2022. 4. 25.부터 시행)(수정/보완):

* 위 사항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일 뿐,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님
- 2차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무격리
* 접종후 1/2/3차 공히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음.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a) 각 승객 들은 방글라 데 시로 출발 3일 이내 에 건 강신 고 서 작성 홈페 이
지(http://healthdeclaration.dghs.gov.bd)에 서
온라 인으 로
건강 신고 서
(HDF, Health Declaration Form)을 작 성해 야 하고 QR 코드 가 있는 건
강확 인서 를 다운 로드 후 인쇄 하여 휴 대해 야 함
(b) 승객은 도착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관)에 QR 코드가 있는 건강신고서
(HDF) 인쇄본을 제시해야 함
(c) Covid-19 증상이 있는 승객은 출입국 관리소로 이동하기 전에 검역창구에 신고해야함
(d) 환승지 국가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기 위해 체크인 수속
을 받을 때 체크인 전 환승지에서 새로 입력하여 출력한 건강신 고 서(HDF)
휴대 및 제출 필요 (출발 3일 이내 준수 필 요)

△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얀센은 1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
증명서- 퍼둘린둥이 앱 설치
▸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캄보디아 입국정보
(1) 백신접종완료자
※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 영문(또는 영한) 백신접종증명서
* WHO 승인백신(교차접종 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22.3.15-25.3.14)
※ 여권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캄보디아

▸베트남 입국시 방역 및 격리 지침(하노이시 기준)은 아래와 같음
베트남

※ (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
- 2022.5.15.이후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입국 후 10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아프가니
스탄

▸21.4.19.부터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21.11.15.부터 외국인의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 가능

파키스탄

▸파키스탄발 항공편 탑승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확인
※ 별도의 RT-PCR 검사서 제출 불요
※ 20.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

과테말라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는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증명서 원본 지참
※ (백신 미접종자) 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지 지참(과테말라 입국 전 3일 이내
검사한 결과지)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지 면제 대상)
- 10세 미만 어린이
- 과테말라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여행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한 과테말라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등
- 상기 증명서 및 검사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보건국
(MSPAS)에서 항원검사 진행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레소토,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이집트를 방문한 입국자 모든 경로의 입국금지
※ (예외) 과테말라 국민 및 영주권자, 외교단, 승무원의 경우 입국은 허용하
나 10일간 자가격리 △여행의 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
에 입국하지 못한 주재국민 또는 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
육로 입국이 잦은 여행객(상인, 학생, 국경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트럭
운전기사 및 도우미, 승무원 등은 72시간 미만 체류 가능)

-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정지는 계속되며, 새로 단수(single entry) 비자 발급 필요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
※ 전자비자(e-visa)신청은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임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됨((5.8. 백신상호인정국에 포함)
-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
내에 검사한 RT-PCR음성확인서를 인도공항 홈페이지(Air Shvidha)에 사전등록 필요
인도

- 모든 도착승객 중 2% 무작위 코로나 표본검사 실시
▸(카르나타카州)
※ 뱅갈루루공항 :‘고위험국가’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
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7일간 능동감시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타밀나두州)
※ 타밀나두주 내 국제공항(첸나이, 트리치, 코임바토르, 마두라이)을 통해 입국하는
‘고위험국가’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미주

(2) 백신 미접종자(22.7.11.부)
※ 입국 시 캄보디아 보건부 직원에 의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일 경우, 격리 없이 즉시 귀가
- 양성이고 증상이 경미하여 체류할 장소가 있을 경우, 재택 치료 허용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보건부 또는 관할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
- 재택 치료 시, 보건부의 표준규정 이행 및 치료비 자가 부담
- 양성이며 중증인 경우, 보건부 관할병원에서 입원치료, 비용 자가 부담
※ 외국인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비용 인당 5USD 지불해야 함
※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야 하
며, 서류상 인장 필수
※ WHO 승인백신, 교차접종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구 분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조 치 사 항
▸2022.6.16.부터 니카라과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
건을 폐지하되,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ㅇ 접종 완료 : 백신 2회 접종(동일백신 또는 혼합백신)한 경우. 단, Sputnik
Light와 J&J/Janssen 백신의 경우는 1회 접종한 경우
ㅇ 인정 백신 : WHO 승인 백신 및 니카라과에 등록된 백신 (Pfizer, Moderna, AstraZeneca,
Covishield, Janssen, Sinopharm, Soberana02, Abdala, Sputnik V, Sputnik Light, Coviran)
ㅇ 접종 연도 : 상관 없음
ㅇ 입국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종이 등 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 제시
ㅇ 육상, 해상, 항공 등 니카라과 국경에서 공통 적용되며, 승객 및 승무원 모두 해당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테스트 음성결과서를 입국시 제시해야 함.
ㅇ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및 성인,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모두 PCR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출발자는 입국 96시간 내 시행한 음성결과서 계속 인정
※ 항공권 구매 여행사 및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및 입국 관련 상세
안내문 사전 확인 필요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구 분

벨리즈

볼리비아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방역조치 준수 필요 (6.1.)
-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

바베이
도스

세인트루
시아

※ 입국 90일 전에 확진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확진 증명서를 제시하면 공항에
서 신속항원검사 불요 / 단, 입국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는 제시 필요

바하마

▸탑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박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
※ 백신접종자(AZ, 화이자, 모더나, 얀센)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

베네수
엘라

▸2022.8.1.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ㅇ 백신접종증명서(접종완료) 필요
- 종이, 디지털(QR코드) 또는 다른 유효한 형태
- 입국일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접종 완료
- 접종완료 후 270일이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부스터샷)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도착 72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RT 음성확인서 필수
ㅇ 입국시 공항에서 PCR-RT 검사 실시
-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 대상
- 검사비용($60)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또는 체크인 시 별도 지불 필요), 미
지불시 도착 후 현금 지불 가능
ㅇ 입국 전 아래 웹페이지에서 QR코드 발급 필요
- 발급사이트 : http://pasedesalud.casalab.com.ve
ㅇ 8.1부터 추가되는 절차
- 입국 4일 전까지 아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항공권 정보, 건강 증상
정보, 백신접종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
여권사진, 신분증 사진, 백신접종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함. 이후 관계당국에서
72시간 이내에 등록 결과를 회신
- 등록 웹사이트 : https://biocheck.inac.gob.ve

▸2022.4.27.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ㅇ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
ㅇ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스페인어) 지참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또는 스페인어)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또는
② 입국 시 코로나19 항원(Antigen) 음성(영문 또는 스페인어)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3. 기존에 시행되었던 자가격리 의무 및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보장
여행자 보험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
▸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방역조치 준수 필요 (7.2.)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신
속항원검사) 제시 의무, ▴입국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필요

조 치 사 항
▸2022.2.15. 이후 모든 입국자는 벨리즈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여행자보험 가격은 미화 18불이며, 벨리즈 국제공항 또는 육로 이동시는 국경에서 구입 가능
(코로나19 확진 시 3주간 치료비 중 미화 5만불 이내, 격리 숙박비 2천불(일
300불 한도) 이내 보장, 상세 내용은 벨리즈 관광청 웹사이트 확인)
- 벨리즈 국민, 승무원, 영주권자는 제외
▸입국시 세관증명서와 여행자보험 제출 필요
▸코로나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필요없음.(단, 백
신증명서 원본 소지)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육로 및 해상으로 벨리즈에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후 벨리
즈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수검 필요(자부담)

- (모든 입국자)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에서 작성한 건강확인서(Health
Screening Form) 제시 , ▴입국 후 격리 불요
-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 (백신 미접종자) 입국 전 5일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시
세인트
키츠네
비스

▸모든 입국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
※ 백신접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9일 격리로 단축 가능
※ 9일 이상 체류 시 PCR 검사비용 $150 자부담

아르헨
티나

▸21.11.1.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
※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
※ (입국 시 준수 사항)
- 이민청 웹사이트(www.migraciones.gob.ar)를 통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서약서 작
성 필요(건강상태, 코로나19 증상 없음, 백신 접종 이력)
-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
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
※ 22.4.7.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진단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아이티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앤티가바
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구 분

조 치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 통행증(Pase de Movilidad) 및 PCR 검사지 제출 불요, 백신접종 불요

▸22.7.18.(월) 00:00부터

※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c19.cl) 작성
※ 여행자 보험 가입(코로나 19 관련 의료 3만불이상 보장, 영문 또는 스페인어)

※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여행자건강신고서 작성
- 보건부 웹페이지(https://declaracionsalud-viajero.msp.gob.ec/)
에콰도르

※ 3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①QR코드가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②최
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코로나19 백신접종카드, ③에콰도르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 ④에콰도르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
간 내 실시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중 최소 1가지 제출

칠레

▸ 공항 입국 시 PCR 랜덤 검사
- 음성 결과 수령 시 까지 자택격리
- 양성 나올 경우 7일 간 자택격리
- 최근 14일 이내 양성이나, 밀접접촉자는 능동감시
▸22.2.16.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 방역지침 적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온라인 보건 서약서 작성 필요
(viajes.panamadigital.gob.pa)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파나마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또는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자부담)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양성일 경우 지정시설 내 최대 10일간
격리(개인부담)
- 단, 파나마 입국 전 15일 이내 남미 8개국*, 인도, 영국, 남아공을 방문 또
는 경유하였을 경우, 자가 또는 호텔에서 3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3일
간 격리 완료 후 코로나19 재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백신종류와 교차접종 여부는 무관
- 항체검사 등 다른 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인정
-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백신접종카드 소지와 무관하게 에콰도르 공항에서 검사 실시
▸입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 통해 입국 신청 필요(통
상 입국 1-2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신속항원검사) 또는 백신접
종증명서(백신 종류 불문, 필수 접종횟수 모두 완료) 제출 필요
* 단순 경유시에도 제출 필요

*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

온두라스

※황열병 감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경유지 포함)하여 온두라스로 입국하는 경우 황
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예방접종 유효기간 10년)
- 중미카리브 :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 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
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 나이지리
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니
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파나마

▸22.4.1.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우루과이

1)‘백신접종 완료’,‘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또는 ‘코로나19 음성’증빙서류 제시
ㅇ (백신접종 완료자) 자국에서 승인된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고, 효과적 면역형성
에 필요한 기간(14일)이 경과된 자로서, 자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
및 상기 대기기간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 필요
-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영문) 제시 및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ㅇ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자) 출발 전 10일~90일 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필요
ㅇ (백신미접종자)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또는 항원 검사 음
성확인서 제시(만 6세 미만 면제)
※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외국인에 대한 PCR 또는 항원 검사 면제
2) 여행자 건강확인서(Declaracion Jurada) 온라인 제출 (출발 전 48시간 내)
※ 제출 웹사이트 주소 : https://bpmgob.msp.gub.uy/etapas/ejecutar/5714029
- 개인정보, 여행정보,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정보 등 입력
* 우루과이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치료 대비용으로 우루과이 내 통용되는 건강보
험(여행자보험 등) 가입 필요
▸외국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우루과이 국민 및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아래
조건 충족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
ㅇ 입국 전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또는 항원 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ㅇ 우루과이 입국 후 의료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가격리 포함 여타 방역수칙 준수
ㅇ 온라인 또는 국경검문소에서 여행자 건강확인서 작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전 보건서약서 작성 온라인 사이트에 파나마
입국 14일 전에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하고 입국심사시 제시할
경우,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조치 면제
* FDA 또는 파나마 정부 승인 백신(교차접종이 합법인 국가에서 접종 시 교차접종도 인정)
※ 최근 14일간 케이맨 제도, 바베이도스, 앵귈라, 보네르,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다, 세르비아, 라크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페
로 제도,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저지, 조지아, 건지, 영국, 독일, 남아프
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말라위를 방문 또는 경유한 코로나 19 2차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입국 후
지정시설 내 72 시간 의무격리 시행됨.(개인부담) 72시간 경과 후 코로나 19
진단 검사가 시행됨. 음성결과의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양성결과의 경우 7
일간의 격리를 완료해야함.(개인부담)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완전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완료확인서를 제시할 시 음
성결과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이 입국 가능
‣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함.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접종완료 기준

파라과이

- 3회 접종 (2회 접종, 1회 부스터샷 접종)
- 2회 접종 (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
- 1회 완료 백신(접종 3개월 이내)
‣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포함)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페루

▸22.5.1(일) 00:00부터 양국간 사증면제 협정 재개로, 일반 여권소지자도 무비자 입
국 가능
※ 22.4.1(금).부터 입국하는 12세 이상 비거주 외국인과 12세 이상 18세 미만 거주
외국인은 2차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의무
- 18세 이상 거주 외국인은 3차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의무
※ △여행자 건강상태확인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 21.7.11.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중 체온 확인 및 문진 등을 실시하여 코
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격리 없음(유증상자의 경우 격리)
※ 22.2.14.부터 육로 국경이 정상 운영됨(외국인 육로 입국 가능).

구 분

조 치 사 항

구 분

콜롬비아

▸2022.05.01.부터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18세 이상 모든 사람은 콜롬비아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육상, 해상 등 모든 이민청 입국장에 적용)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항원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출발지별 입국 제한 (모든 교통수단 망라)
가. EU/쉥겐 역내
-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불필요
나. EU/쉥겐 역외

리투아
니아

ㅇ EU/쉥겐 국가 거주자
-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불필요
ㅇ 그 외 국가 거주자
- 안전국(한국 포함) 출발자: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불필요
네덜란드

- 안전국 외 출발자: ①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해당 및 해당 사항 증명서
※ 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 △EU 또는 쉥겐 국가 발급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
지자, △학업, 연구, 직업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유(배우자 출산, 직계가족 장
례식 등)에 의한 가족 방문, △경유 승객, △한국 등 코로나19 안전국 체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 회복증명서 소지자 등
※ 백신 접종 증명서 기준: EMA 또는 WHO 승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1차
AZ – 2차 화이자 교차접종 인정)

모나코

몰도바

▸21.12.27부터, 최근 14일 내 레드존 국가를 방문(경유 포함)한 입국자(백신 접
종 불문)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결과 문서 소지 의무
※ 몰도바 보건부 사이트(https://msmps.gov.md/comunicare/)에서 레드존 국가
(21.12.28 기준 한국 불포함) 확인 가능하며 매주 금요일 리스트 업데이트
▸21.11.28부터, 최근 14일 내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를 방문한 외국인 몰도바 입국 금지
▸그외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아래 문서 중 1가지 소지 시 몰도바 입국 허용(루마니
아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어 문서만 인정)
1) 입국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아스트라제네
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스푸트니크 V, 코로나백, 얀센)
2)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결과 문서
3)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문서
4) 입국전 18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했음을 확인하는 문서(회복 후
15일 이후부터 인정)
5) 입국전 90일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 결과 문서
※ 위 확인문서가 없는 입국자는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 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
우, 자가격리 7일 경과 후 종료 가능
- 자가격리 면제 대상: △12세 이하 아동, △유학/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18
세 이하인 자, △국제화물/여객차량 기사 및 승무원,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
하는 자, △외교관여권/공무여권 소유자, △경유승객(24시간 이내), △몰도
바 법원/법집행기관으로부터 소환된 자
※ 입국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즉각 격리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등 필요조
치 실시(격리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국 불가)
-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으로 진행

- 백신 유효기간 : 2차 접종일부터 270일까지 / 부스터샷 접종시 유효기간 없음
※ 회복 증명서 기준: EU 디지털 증명서(DCC,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로 발급된 회복증명서만 인
정 (기타 국가에서 발급한 회복증명서 불인정)

러시아

▸ 2022.6.14.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항공편과 해상 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가능(단,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유지)
※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 리스트 삭제
▸ 2022.7.15.부터 외국인의 러시아 육로 국경 통과 제한 조치 해제
※ 상기 조치에 따라, 7.15부 코로나19 관련 러 정부가 도입했던 입국 제한 조
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나, 러시아 도착전 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의무는 유지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룩셈부
르크

o EU회원국 및 쉥겐국을 제외한 제3국 국민은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만 룩셈부
르크 입국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백신접종완료일로부터 9개월간 유효) 소지자
- 회복증명서(코로나19 NAAT 테스트 양성판정일로부터 11일째날~180일까지 유효) 소지자
- 유럽내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근로자, 대중교통 종사자,
외교단, 선원, 경유 승객, 학업목적의 여행, 긴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 경우 등
- 필수여행으로 간주되거나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가족(배우자, 공식 동거등록자,
배우자의 18세 미만 자녀 등)
o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12세 2개월 이상 모든 여행자는 룩셈부르
크발 항공편 탑승전 △EU회원국 및 쉥겐국가 발행 EMA 승인약품 백신접종증
명서*(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예방접종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9개월,
3차 부스터샷의 경우 유효기간 무제한), △회복증명서(입국 전 6개월 이내 확
진 이력이 있는자/ 회복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초양성판정 받은 날로부터 11째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음성확인서**(출발 48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
는 24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필요
※ 육로, 해상으로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테스트 증명서 불요

▸EEA* 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 영국,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불요 (백신접종 여부 무관)
- 단, 입국 후 늦어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권고
▸기타 제3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또는 확진 후 회복자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
가격리 불요 (백신접종 여부 무관)
- 단, 입국 후 늦어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권고
- (백신접종 인정) 화이자, 모더나, AZ, 노바백스, 코비쉴드(이상 2차), 얀센(1차) 중
한 가지를 접종 후 14일 경과 270일 미만(부스터샷은 접종 시부터 기한없이 유효)
- (확진 후 회복자) 과거 180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양성확인서 소지
※ 백신 미접종자 :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필요하나 자가격리는 불요
- PCR 검사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 항원검사는 도착 전 48시간 이내 검사
- 자가 운전자가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자비로 검사 실시
▸EU회원국, 쉥겐국가, 그린존 20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완치증명서(15일~6개월 이내의 코로나 양성확인서)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한국, 미국,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알바
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 브루나이,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
니아, 세르비아, 바누아투
** 아래 조건하에 백신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 가능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 얀센 백신 접종 후 28일 경과

- 얀센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8일 이상 경과 필요

유럽

조 치 사 항
o (룩셈부르크 인정 제3국 백신접종 증명서)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
아, 브라질, 카보베르데,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엘살바도르, 미국, 그루지아,
페로제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모로코, 몰도바, 모나코, 뉴질랜드,
파나마, 북마케도니아, 영국,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태국, 토고, 튀니
지, 우크라이나, 바티칸국, 대만 발행 증명서
** 음성확인서 발급 언어: 룩셈부르크 행정언어 중 하나 또는 영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제시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구 분
북마케도
니아

조 치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1. (한국포함) 출발국가 불문 오스트리아 입국시

▸22.4.20 부터 북마케도니아 입국시 코로나 19 관련서류(①코로나19 백신접종완
료증명서, ②코로나19 회복증명서, ③입국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입
국전 48시간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 중 1가지) 제출 의무 폐지
- 상기 서류 미제출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의무도 폐지

기존 제한 조치 전면 해제
ㅇ 코로나19 관련 별도 증명서 제시 불요
ㅇ 시행일 : 2022.5.16.(월)부터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ㅇ 단, 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제외

단, 코로나 검사 증명서 또는 회복증명서는 현재 기준 인정되지 않으므로 SPTH(온

2.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위험국가로부터 출발 또는 입국일 기준 지난 10
일간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

라인특별검역신고서) 작성과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5.16 기준 해당 국가 없음

※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
▸22.6.2.부터 코로나 19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 및 검역절차를 ‘EU 및 쉥겐지역
출발자(코로나19 증명서 필요없음)’와 ‘EU 및 쉥겐지역 외 제3국 출발자(코로
나19 증명서 필요)’로 나누어 실시

1) 3G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
서 중 택1 하여 제시
ㅇ 백신접종증명서
- 백신 인정 범위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노바백스

o EU 및 쉥겐지역 출발 스페인 입국자

- 2회 접종 의무 백신: 2차 접종 후 270일간 유효

-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음

(만18세 이하의 경우 365일 유효)

* EU 및 쉥겐협약 가입국(30개국) :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weden, Switzerland

- 1회 접종 가능 백신(예, 얀센): 접종 후 21일이 경과해야 하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만18세 이하의 경우 365일 유효)
- 부스터 백신: 부스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o 한국을 포함한 상호인정국 소지자

ㅇ 회복증명서

- QR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COOV앱을 통해 “국제증명서”발급) 소지만으로 입국 가능

- 확진일 기준 180일간 유효
- 회복증명서, 의사소견서, 격리증명서 등

※ 현재 백신접종증명서만 상호 인정되고 있으므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 또는 회복
증명서의 경우 아래 제3국 증명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시 제시
- 공항 도착 시 오렌지색 라인을 따라 검역 및 입국 진행 / 증명서 QR코드 제시
* https://spth.gob.es 또는 모바일앱 SpTH 이용
스페인

o 상호인정국을 제외한 제3국 증명서 소지자
- 기존과 같이 스페인에 도착 전 3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및 QR코드 발급
-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동 증명서 원본 요구 가능
- 공항 도착 시 파란색 라인을 따라 검역 및 입국 진행 / 검역신고서 QR코드 제시
아래 코로나19 증명서 중 1가지 제출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유효기간 : 백신 접종완료(2차접종, 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부터 270일까지, 부
스터샷 접종자 및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없음
• 음성확인서
- 스페인으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핵산증폭검사 음성결과
- 또는 스페인으로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 회복증명서
- 유효기간 : 코로나19 확진(최초 양성 결과) 후 11일부터 180일까지, 확진 양성
확인서 함께 소지 의무
※ 각 증명서 별 필수 기재 내용 (인정 언어 :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증명서 종류
공통
개별
접종일, 백신종류(EMA 또는 WHO 승인 백신),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접종 차수, 발급국가, 발급기관
성명,
검사일, 검사 방법,
음성확인서
생년월일
음성(negative) 결과, 발급 국가
최초 확진일(상기 방식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회복증명서
검사 방법, 발급국가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PCR 검사 : 검체채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유효
오스트
리아

- 항원검사 : 검체채취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유효
ㅇ 증명서 제시 예외 대상
- 임신부 및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2)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
(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
ㅇ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
ㅇ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
ㅇ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
- 오스트리아 정부포털(www.oesterreich.gv.at)을 통해 동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
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
-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 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ㅇ 온라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
ㅇ 예외 대상 : 단순 경유 승객, 부스터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시 PCR 음성확
인서 제시할 경우 면제
- 일상통근자의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및 주간(1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
사 실시 의무(입국시 제시)
3)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ㅇ 단,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 가능
ㅇ 격리 예외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일상통근자
- 공무출장자
-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 체류 허가증 소지자

※ 만 12세 미만 소아, 24시간 이내 공항 내 환승객, 업무 수행 승무원은 제출 면제

- 의료 목적 입국자 등

구 분

조 치 사 항

구 분

우크라이
나

※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
대표단, 난민 등
▸21.8.5.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입국 후 72
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
※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은 "브도마(Vdoma 또는 Вдома)"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
※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부대표단,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등
※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
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
리 시행(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21.12.3.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바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경유 허용)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 임시거주증 소지자, 영주권자, 우크라이나인의 배우
자 또는 자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가족 등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타지키
스탄

▸ 2회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실시) 소지자 대상 입국 가능
아랍에미
리트

레바논

1.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 레바논 입국 시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함
※ 만 12세 미만, 상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2.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백신접종 완료 기준 –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레바논 입국 시 PCR 검사 실시하지 않음
▸7일 이내 제 3국 방문 후 레바논으로 귀국하는 경우 출발국에서의 PCR 검사 면제

리비아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모리타
니아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
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
※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
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중동

조 치 사 항
▸(아부다비) 해외여행객 대상 격리조치는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출발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21.6.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WHO 인증 코로
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허용

※ 백신접종자의 경우, 영문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포함) 제출 필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입국 전 한 달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완치 확인서(QR
코드 포함) 제출 필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16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아부다비 공항 입국시 PCR 검사는 선택 사항(40AED)이나, 아부다비 내 공공장소
출입하려면 PCR 검사 필요(공공장소 출입 시 Al Hosn앱 설치 필요)
※ 해외백신접종 인정 기준(교차접종 불인정)
- 백신 종류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 경과 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얀센의 경우 28일 경과 시)
- 부스터샷 필요 : 2차 접종(얀센의 경우 1차) 후 6개월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얀센의 경우 2차)
※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록 절차 : 아부다비 방문 여행객은 해외 백신접
종증명서 인정, 코로나19 음성 확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ICA 사전등록 및 UAE
보건앱(Al Hosn) 설치 필요
① 입국 전 : UAE 연방이민청(ICP)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icp.gov.ae)의“Register
Arrivals”메뉴에서 필요정보 입력(48시간 정도 소요)
② 아부다비 도착 시 : 공항 또는 ICA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통합식별번호(Unified
Identification Number, UID) 수령
③ UAE 공인보건앱 Al Hoson 설치 : 앱 설치 후 상기 UID 번호와 ①번 과정에서
등록한 (현지)전화번호 및 UAE 입국 후 공항에서 PCR 검사 시 기입한 (현지)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면 앱상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및 PCR 검사 결과 확인 가능 (전화번호 입력 시 UAE 현지 전화번호 입력 권장,
지인 번호로도 입력 가능)
※ 공공장소(쇼핑센터, 식당, 카페, 헬스장, 리조트 등) 출입 시 Al Hosn앱상 녹색 화면 제시
- 녹색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가 필요*하며 백신 미접종자
및 PCR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경우 앱상 화면이 회색으로 바뀜
* 백신접종자 : 14일마다, 백신접종 면제 받은 자 : 7일마다 PCR 검사 필요
* 확진자(앱상 적색 화면) : 격리 기간 10일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에 앱상
화면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고 이후 30일간 유지되며, 이후 14일마다
PCR 검사 필요
- 접종 완료(2차 접종 완료, 얀센의 경우 1차)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30일
이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녹색 화면 유지
- 백신접종 면제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해외 접종자, 임신부, 의사 검진에 따
라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백신과 충돌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으로 아부다비 보건청(DOH) 승인 필요
- 백신 미접종자, 백신 승인 받기 전인 자의 경우,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녹색 화면 유지
※ Al Hosn앱 대체로, 질병관리청 COOV앱상 백신접종증명서와 UAE에서 14일 이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공공장소 출입 가능
단, 출입 장소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두바이 및 여타 북부 에미리트) 해외여행객 대상 격리조치는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출발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자 및 확진 후 완치자의 조치 방법은 위 아부다비와 동일함(QR코드
포함 문서 제출 등)
※ 12세미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두바이공항 도착 시 랜덤으로 PCR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비용없음), 이 경
우 숙소로 이동하여 음성 통보 시까지(통상 3~5시간 소요) 대기 후 활동 가능
※ 두바이 내 극히 일부 관공서 또는 의료기관, 여타 북부 에미리트의 대부분의
관공서나 의료기관에출입할 경우 PCR 검사 필요(이 경우 두바이는 단순 PCR
음성확인서 제출로 갈음되나 두바이 외 북부 에미리트에서는 대체로 Al Hosn
앱 설치 필요(녹색 화면 제시) – 위 아부다비 공지 참조)
※ 해외백신접종 인정 기준은 위 아부다비와 같음(단순 방문객의 경우 2차 접종
을 완료로 판단함)

구 분

조 치 사 항
※ 두바이 및 북부에미리트 출입의 경우 ICA 또는 GDRFA 사전 승인 불요
※ 두바이공항 단순 경유 시 추가 필요사항 없음. 단 Immigration을 통과하여 잠시
라도 입국을 할 경우(Dubai Connect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두바이 내 호텔 대
기 환승서비스 등 포함)에는 입국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됨.(이 경우 최종 도착국
가에서 두바이 출발로 간주할 수 있어 최종 도착국가의 지침 명확히 확인 필요)
▸(에미리트 간 이동) 현재 특별한 필요사항 없음
▸(UAE - 인접국 간 육로 입국 지침) 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이 입국 전 PCR 검사
는 불요하나, 입국 시 모바일 스캐닝(EDE 스캔) 실시

알제리

▸22.3.20.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WHO 긴급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
팜(베이징), 코비쉴드, 코백신)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이스라엘

▸22.3.1.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COVID-19 포함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여행자
보험 필수)
※ 입국 대상 : 백신 접종여부와 무관, 오렌지국가*에서의 입국자
* 레드국가(현재 해당국가 없음) 이외의 모든 국가는 오렌지국가로 분류
▸입국 절차
※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이내 보건부에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2.5.21부터 공항, 해상 및 육로 국경을 통한 이스라엘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해제/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내 PCR 검사와 격리 의무 폐지

구 분

조 치 사 항

기니비
사우

▸기니비사우 입국 시
※ 입국 시점 기준 5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구입하여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 한함.
▸기니비사우 출국 시
※ 모든 출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출국 가능
- ECOWAS 회원국가*로 출국 시 출국 시점 기준 5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ECOWAS 회원국가 이외의 국가들로 출국 시, 출국시점 기준 3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가 :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베냉,
니제르, 기니, 세네갈, 토고 등

나미비아

▸외국인 입국자(나미비아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입국이
허용된 사업, 교육, 의료, 관광 목적의 입국자) 포함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
▸입국전 PanaBios CAS (https://login.panabios.org/cas/login) 사이트에서 PCR 검사 결과
서를 사전 등록 및 승인 받아야 함.
▸코로나 19 백신 안전접종(Fully Vaccinated) 여부에 따른 입국허가 요건
- 완전접종자 : 내국인, 거주 외국인, 트럭 운전수의 경우, 백신 접종카드
(Vaccination Card) 제출로 입국 가능(PCR검사 결과 제출 필요 없음)
- 완전 접종하지 않은 자 : 여행객(트럭운전수 포함)의 경우, 입국 시점 기
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로 입국 가능)

▸22.6.10.부로 해외입국자 대상 아래 방역정책 적용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조치 해제
▸18세 이상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단,
접종완료증명서 제출 필요

튀니지

* 백신별 필요 접종 횟수 충족 및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 경과(얀센의 경우 28일
경과) / WHO 승인 백신 인정 / 교차접종 여부 관계없이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접종완료증명서일 경우 인정
▸ 18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또는 백신접종미완료자는 △공항 체크인 48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 혹은 24시간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모든 입국자는 주재국 포털사이트(http://nitp.ncdc.gov.ng)에 사전 등록 필수
나이지
리아

※ 18세 미만 아동은 입국 시 PCR 검사 음성결과서 및 백신접종증명서(백신패
스 포함) 제출 의무 면제

※ (백신접종완료자) 22.4.4.부터 사전 코로나19 PCR 검사 불요, 입국 후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면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 대우)
※ (백신부분접종자/미접종자)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PCR 테스트 음성결
과 확인서 필요,
-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Antigen Test), 2일째 및 7일째 PCR 검사 실시 (개인부담)

- 기존 징구하던 입국신고서(app.e7mi.tn) 제출 중단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
※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국가(Hot Spot Contries)*에서 출
발한 승객 대상으로 반줄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감비아

남수단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관광, 친
지 방문 등)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

니제르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검체채취일 기준)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단,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 5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
-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
※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21.8.1.)
-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
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
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
※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
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영국, 미국, 덴마크, 독일, 터키, 프랑스, 인도,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
리아, 벨기에, 일본, 아일랜드, 호주, 멕시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슬로베니아

※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 완료한 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
인서 불요(단,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신속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아프리카

기니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참 필수
※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별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정 기준 :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닉V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얀센(접종완료 후 28일 경과)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미달한 경우, 기
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최초 확진 및
완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스앢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구 분

조 치 사 항

말라위

말리

▸모든 외국인 대상 아래 방역조치 적용
※ 입국 시 출발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 증
명서 지참 필요
- 백신접종 증명서 미지참 혹은 제출 불가시 현장에서 백신예방접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입국을 허가하거나, 자부담으로 10일간 시설격리 실시 후 입국 가능)
- 상기 음성확인서에 대하여 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에서
디지털코드를 발급 또는 글로벌헤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PCR 영문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사진촬영본) 업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 미제출 시 현장에서 자부담으로 코로나19 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결과 확인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시설격리 등 실시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21.4.26.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
※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더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
는 예외적 입국 허용
※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참 필수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
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모리셔스

▷ 22.7.1.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 출발 전 입국정보와 건강상태 입력 및 QR 코드 수령하여 입국 시 제시
* (https://safemauritius.govmu.org)

모잠비크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시 도착 국경/공항에서△유효한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
서 제시 또는 출발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PCR 검사)제출 , △11
세이하 영유아는 상기 백신증명서 및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나 PCR 음성결과서 미소지 시 국경/공항에서 자비부담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
시하고 양성결과 확인 시 모잠비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취해짐
(자부담), △입국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여행객 등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경유 목적 체류자의 경우 제출 인정되는 코로나19 음
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7일(샘플채취 기준)
※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
전한 접종 필요(화이자/모더나)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민주콩고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 △모든 승
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전면폐지, 미접종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관련 입국허가 요건 (22.2.14)
※ △(접종완료자) 부스터샷을 포함한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접종미완료자) 출발시점 기준 72
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시 백신접종 실시

보츠와나

※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격리 없음,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및 양성 판정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14일간의 격리 필요
*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전한 접
종(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 필요

구 분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
리온

앙골라

조 치 사 항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
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90,000CFA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모든 입국자는 ‘QR 코드가 포함된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하거나, PCR 검사 음
성결과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QR코드가 포함된 백신접종증명서) WHO 승인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 출발 14
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접종 권장 횟수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함.
※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Vaxevria), Covaxin, Covishield,
Covovax, 얀센, 모더나(Spikevas), Nuvaxovid(Novavax), 화이자, 시노박, 시노팜
-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완료자는 세네갈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가 요구됨.
- 상기 조치는 만2세 미만 유아에게는 미적용
▸21.3.25.부터 외국인의 세이셸 입국 허용
※ 입국 시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세이셸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및 치료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유,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www.tourism.gov.sc)가 지정한
숙소 중에서 선택하여 숙박
▸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18세 이상 :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 미만 경과자 또
는 부스터샷 접종자 △12세 이상 18세 미만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확진
후 완치를 증명하는 서류 소지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12살 미만의 무증상 유아는 입국을 위한 PCR 검사 및 항원검사 면제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e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1~2일 소요)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 단,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보건당국 지정호텔
(www.travel.gov.sl 참조, 사전예약 필요)에서 격리(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
▸거주 외국인(외교관, 투자비자, 임시체류비자, 노동비자, 난민카드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단, 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의무
※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후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21.9.1.부터 내외국민 불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는 입국 후 공항에
서 신속진단검사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 백신종류 : WHO 승인 백신+스푸트니크 V, 교차접종 미인정, 최종 접종 후 최
소 경과기간 제한없음
※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음
성확인서 △입국 항공일정 e-ticket △여권 및 비자 사본 등을 첨부하여,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
(http://covid19.gov.ao)에 등록 후 승인 필요
▸21.12.1.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아프리카 7개국 입국 금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
바브웨 출발(경유 포함)한 모든 입국을 일시 금지
- 단, 상기 7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해서 입국하는 앙골라인 및 거주 외
국인(estrangeiros residentes)의 경우는 입국이 허용되나, 코로나19 백신 접
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구 분

에리트
레아

조 치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2022.3.28.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WHO에서 인정하는 2차 백신접종 완료 혹은 3차 접종완료자에 해당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
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

-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입국시 확인

잠비아

에스와
티니

에티오
피아

▸입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입국시) 도착 국경/공항에서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또는 도착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PCR 검사) 제출
- 백신접종증명서(vaccination certificate)가 아닌 단순 백신카드(vaccination card)는 불인정
- 에스와티니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이용하려는 항공사나, 목적지·경유국의 코로
나 19 검역 방침에 준수 필요
- 입국시 코로나19 증상, 발열 체크, 건강 문진표를 확인하며, 필요시 국경 검역관의
권고에 따라 14일 이하의 격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전한 접종
필요(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 (출발시) 이용하려는 항공사나 목적지, 경유국의 코로나19 검역방침 준수 필요
※ 12세 미만 영유아는 상기 백신증명서 및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

▸‘22.4.1부터 12세 이상의 내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 기준 72시간(3일) 내
검사・발급된 코로나19 PCR 영문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Antigen-Based RDT(신속진단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소지 필요
※ 에티오피아內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는 에티오피아 재입국시 불허하며, 에티오피
아행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출발국가에서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여야만 함.
▸△코로나19 완치 후 90일 이내 회복증명서 소지자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의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기준 :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외교관 입국자 중 상기 확인서/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RT-PCR
또는 Antigen-Based RDT(신속진단검사) 검사하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 거부 시, 7일 자가격리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입국 금지
▸단순 환승 및 환승차 지정호텔 일시체류 승객은 상기 확인서/증명서 소지 불요
다만, 환승 승객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상기 확인서/증명서 필요
확인서/증명서가 없을 경우, 항공사 또는 지정호텔에서 실시한 신속진단검사 결
과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 공항 내 단순 환승일 경우 비자 불요
※ 모든 환승객은 원칙적으로 공항 내에서 대기해야 하나, 경유시간이 길 경우,
호텔 예약 확인증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공항 밖으로 이동 허용(상세사항은
에티오피아 당국을 통해 확인 필요)

- 입국 후 증상이 있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자부담 자가 격리 실시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 상황
이 다른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바, 당분간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
는 것이 문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지부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영문증명서 제출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백신 접종 완료는 추가접종(부스터샷) 불포함
* 한국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된 영문증명서 제출시 백신 접종 인정
-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중앙아프
리카공화
국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21.6.20.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대통령령)
※ 입국 시 출발 기준 3일(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시 공항 내 검사소에서 내외국인 모두 PCR 검사 실시(검사비: 30 USD)
-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단, 오미크론 변
이 확산 방지를 위해 22.1.1.-3.31. 기간 입국자는 예외없이 5일 자가격리)
-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0일 자가격리 / PCR 검
사 결과 양성인 경우 10일 지정호텔 격리(자부담)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WHO에서 인정하는 2차 백신접종 완료 혹은 3차 접종완료자에 해당
-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입국시 확인
짐바브웨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로부터 48시
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입국 후 증상이 있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자부담 자가격리 실시
※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 상황
이 다른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바, 당분간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
는 것이 문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차드

▸ 모든 입국자출발 국가에 상관없이 출발전 72시간내 실시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지참 필요
우간다

▸2022.3.28.부터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로부터 72시
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12세 미만은 백신접종 의무 없으며, 동 조치 사항 예외 적용

카보베르
데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는 출발 최소 5일 전에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해야 함(웹사이트:
http://www.ease.gov.cv)
▸입국자 및 항공승무원은 아래 중 택일하여 지참하여야만 입국 가능함.
-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증명서: 도착일 기준 14일 이전에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
- 최초 탑승 시각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음성증명서
- 최초 탑승 시각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증명서
- 도착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 상기 입국 조건은 아래의 경우 요구되지 않음.
- 12세 미만 아동
- 도착일 기준 최소 14일부터 270일 이내 코로나19 완전 백신접종증명서(2차접종
완료)를 지참한 12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 필요한 경우 의료 검진을 받게 됨.

구 분

조 치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
아르

탄자니아

※ 케냐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별도로 격리는 없으나, 반드시 예방
접종 완료 후 케냐 입국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수, 다만 아래 대상자는 백
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은 www.globalhaven.org 사이트에 업로드(Begin
Validation→Sign in→Upload Vaccine record→Report Vaccination 메뉴 이용)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
(letter)를 제출하는 경우
- 90일 이내 코로나19에서 완치되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한 여행객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항공사 자체적으
로 환승 등 이유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
라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 백신 미접종자는 케냐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시행된 검사에 따른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
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케냐 입국 이전에 trustedtravel.panabios.org 접속하여 계정 생성 후 음성확인서
업로드(Check in→upload lab test certificate No TT 메뉴 이용). 영문+숫자로 구
성된 코드(TT 코드) 생성되면 함께 나오는 QR코드 저장, 공항에서 요구시 제시
-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를 자비(미화 30불)로 받아야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 및 추가비용(미화 50불) 지불하고 추가 PCR 검사 의무
- 5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면제
※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ears.health.go.ke/international_registration)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
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저장 사진 또는 출력물)
※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
▷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불요. 단, 입국 시 백신접
종증명서 소지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자, 얀센 등 1회만 요구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인정)
*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
서 제시 불요
▷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격리 없음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백신 미접종자 내지 미완료자의 경우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기존) 48시간 → (변경) 72시간 (검체 채취일 기준)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제시 필요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25,000
FCFA 지불/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
- 현재 모든 승객은 입국 직후 입국장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무상)
▸22.3.17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자(내국인, 거
주증 소지자, 승무원 등을 포함)는 주재국 입국시 RT-PCR 및 신속항원 검사 실시 면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자는 탄자니아 입국 전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온
라인(https://afyamsafiri.moh.go.tz/) 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재국 입국시 QR 코드
가 기재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항여야 함.
※ 백신 미접종자는 출발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QR 코드 기재 코로나19 음성확인
서(RT-PCR 또는 NAATs)를 소지하여야 함.
※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 면제
▸탄자니아는 입국제한조치를 변경하기 단 몇 시간 전에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 방문 전에 수시로 항공사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요망

토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
※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
(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
※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
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 21.11.29.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 (입국)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재,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
국 허용
※ (출국) 출국전 5일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5월 17일부로 육·해상 국경 개방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
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58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미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⑲, 자메이카㉒, 쿠바㉛, ,레나다㊳, ,트리니다드토바고㊻

중동

25
바레인①, 요르단②, 사우디아라비아③, 쿠웨이트◯
, 오만, 쿠웨이트㉜, 이집트㊹

유럽

노르웨이④,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⑤, 아이슬란드⑥, 헝가리⑦, 아일랜드⑧, 루
마니아⑨, 영국⑩, 폴란드⑫, 스웨덴⑬, 덴마크⑭, 라트비아⑯, 스위스⑰, 슬로바키아⑱, 몬테
23
24
네그로⑳, 체코㉑, 불가리아◯
, 키르기스스탄◯
, 그리스㉖, 크로아티아㉗, 아르메니아㉘, 알
바니아㉙, 세르비아㉚ , 벨기에㉝,, 사이프러스㉞,,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㉟, 벨라루스㊱, 이
탈리아㊲, 독일㊴, 터키㊵, 카자흐스탄㊶, 우즈베키스탄㊷, 에스토니아㊸, 조지아㊺, 핀란드
52
㊼
, 포르투갈㊾, 프랑스◯

아·태
아프리카

55
몽골⑪, 호주㊿ , 말레이시아◯
53
54
56
51
가봉⑮, 남아공㊽, 베냉◯
, 르완다◯
, 수단◯
, 마다가스카르◯

① 바레인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② 요르단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③ 사우디아라비아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페지,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④ 노르웨이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⑤ 슬로베니아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⑥ 아이슬란드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⑦ 헝가리

24 키르기즈
◯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⑧ 아일랜드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㉘ 아르메니아

후 격리 의무 없음.
⑨ 루마니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⑩ 영국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⑪ 몽골
▸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⑫ 폴란드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⑬ 가봉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5 쿠웨이트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㉖ 그리스
㉗ 크로아티아

㉙ 알바니아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㉚ 세르비아
▸2022.5.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㉛ 쿠바
▸2022.4.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㉜ 오만
▸2022.5.23.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㉝ 벨기에
▸2022.5.24.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㉞ 사이프러스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⑭ 덴마크

㉟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2.3.29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2022.5.2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⑮ 스웨덴

▸2022.5.2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22.4.1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㊲ 이탈리아

격리 의무 없음.
⑯ 라트비아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 2022.03.30.(수) 기준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별 리스트 상 고위험 국가 없음.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⑰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⑱ 슬로바키아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⑲ 코스타리카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⑳ 몬테네그로
▸22.4.9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㉑ 체코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㉒ 자메이카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23 불가리아
◯

▸2022.5.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㊱ 벨라루스

㊳ 그레나다
▸2022.4.4.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㊴ 독일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본 코로나 입국 규정은 2022.08.31.까지 유효함.
※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㊵ 터키
▸2022.6.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㊶ 카자흐스탄
▸2022.6.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㊷ 우즈베키스탄
▸2022.6.7.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㊸ 에스토니아
▸2022.6.1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㊹ 이집트
▸2022.6.1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㊺ 조지아
▸2022.6.15.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㊻ 트리니다드토바고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㊼ 핀란드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㊽ 남아공
▸2022.6.22.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㊾ 포르투갈
▸2022.7.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㊿ 호주
▸2022.7.6.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1 베냉
◯

▸2022.7.18.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2 프랑스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3 르완다
◯
▸2022.7.29.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4 수단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5 말레이시아
◯
▸2022.8.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56 마다가스카르
◯
▸2022.8.11.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