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입국 규정 업데이트-출발 72 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호주 입국 규정 업데이트 – 출발 72 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또는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1. COVID-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뉴질랜드 입국하는 모든 승객으로 확대 적용  

시행: 2021 년 1 월 25 일 11:59pm 이후 뉴질랜드 도착편 부터 적용 

내용: 항공기 출발 72 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 

- 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경유시 첫번째 항공기 출발 기준 적용) 

- COVID-19 백신 접종 승객도 동일하게 적용  

- 탑승 수속시 제출 필요 (미소지시 탑승 거절 될 수 있음)  

규정 위반시 벌칙금 $1,000 부과 (2021.2.8 일 부터 적용) 

예외: 2 세(24 개월) 이하 유아/아래 국가 출발 승객 등.. 

(예외 국가 : Australia, Antarctica, Cook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Nauru, New Caledonia, Niue, Palau, Samoa,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Vanuatu, and Wallis and Futuna.) 

 

■ PCR 음성 확인 서류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요망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영문으로 발급 요망 

확인서 원본 제출 원칙 – 요구사항이 포함된 이메일/TEXT 문자허용 

-traveller’s name 
-traveller’s date of birth 
-date and time the test was conducted 
-name of testing lab 
-test type 
-test result. 

필수 포함 사항: 승객 이름/생년월일, 검사 날짜와 시간(Local Time), 검사기관, 검사 

방법, 검사 결과 

 

2. MIQ VOUCHER (뉴질랜드 정부 지정 격리 시설) 지참 필수 

뉴질랜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온라인으로신청/허가된 MIQ 바우처 제출 

필요 (탑승 수속시 제출. 미제출 시 탑승 불가) –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사항-기내 및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도착 후 14 일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기부담)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또는 호주 정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1. COVID-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호주로 입국/환승하는 모든 승객 

시행: 2021 년 1 월 22 일 출발편 부터 적용(한국 출발 기준)  

내용: 항공기 출발 72 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 

- 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경유시 첫번째 항공기 출발 기준 적용) 

- COVID-19 백신 접종 승객도 동일하게 적용 

- 탑승 수속시 제출 필요(미소지시 탑승 거절 될 수 있음)        

예외: 4 세 이하 소아의 경우 검사 면제 
 

■ PCR 음성 확인 서류 (자세한 내용은 호주정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요망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영문 으로 발급 요망  

확인서 원본 제출 원칙 – 요구사항이 포함된 이메일/SNS 문자허용 

-traveller name and date of birth 
-the test result (such as ‘negative’ or ‘not detected’) 
-the method of test conducted e.g. PCR test 
-the date the specimen was collected 
-the date the test result was authorised and the name of the authorising officer 
-name and address of the laboratory / clinic / facility that administered the test 
-accreditation body that the laboratory is affiliated with, if known. 

필수 포함 사항 : 승객의 여권상 이름과 생년월일, 테스트 결과 (예: 음성 또는 검출되지 

않음), 검사 방법 (예: PCT test),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 결과 승인 시간 및 날짜, 검사 기관 

이름 및 주소, 검사기관이 소속된 인가기관(알려진 경우) 
 

2. 호주 입국 시 ATD 신청서 지참 필수  

• 호주 도착 시 ATD(Australian Travel Declaration) 작성 및 제출 

• 항공기 탑승 72 시간 이전까지 제출 완료 

• 체크인 시 항공사에 미 제출시 탑승 수속 불가  

• 자세한 내용은 ATD 관련 호주 정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요망 
 

3. 뉴질랜드 경유 시, 환승비자(NZETA) 필요 (호주 시민권자 예외)  
 

기타 사항 - 기내 및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도착 후 14 일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기 부담) 

 

https://covid19.govt.nz/travel-and-the-border/travel-to-new-zealand/pre-departure-testing-for-arrivals-into-new-zealand/
https://covid19.govt.nz/travel-and-the-border/travel-to-new-zealand/pre-departure-testing-for-arrivals-into-new-zealand/#presenting-your-negative-test-results-to-officials
https://allocation.miq.govt.nz/portal/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coronavirus-covid-19-restrictions/coronavirus-covid-19-advice-for-international-travellers/coronavirus-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international-travellers
https://bit.ly/2LJPwGQ
https://covid19.homeaffairs.gov.au/australia-travel-decla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