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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준비 사항

STEP �. 자가격리 (��일) 시설�예약

STEP �. 입국조건�확인�및 PCR 검사
해외�주재�한국대사관�홈페이지�참고하여 입국조건 확인
출발 ��시간�이내�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의무발급

* 격리비용�자기부담

입국 후 진행사항

입국 후 진행사항TIP. 서울 출국 절차
- 현지�입국�조건�확인
- PCR 검사 (관할�보건소�및�인천공항�코로나�� 검사센터)
센  터  명 : 인천공항�코로나�� 검사센터
운영위치 : 인천공항�제�여객터미널�서편�지하�층
운영시간 : 평ㆍ공휴일 ��:��~��:�� / 주말 ��:��~��:�� (점심시간 ��:��~��:��)
검사종류 : 코로나�� PCR 검사, 항원ㆍ항체검사  
소요시간 : (PCR 검사) �~�시간 (항원ㆍ항체) �시간
예약방법 : 인천공항�홈페이지�또는�전화예약   ☎���-���-����     �번(영어서비스)

PASSPORT

- 입국�및�검역�절차

- 유증상�여부에�따른�입국�및�검역�절차
음성 / 무증상자

내국인
- ��일�자가격리
-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설치
- 입국�후 �일�이내�관할보건소
  (거주지�기준) PCR 검사�진행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격리예외자
- ��일�자가격리
-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설치
- 입국�후 �일�이내�관할보건소 
  (거주지�기준) PCR 검사�진행

- ��일�자가격리
- 모바일�앱�설치
   (입국�시)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설치
   (시설입소�시) 모바일�자가진단�앱�설치
- 안내에�따라�임시�생활시설 PCR 
   검사�진행

- 모바일�앱�설치
   (격리면제서�발급자) 자가격리자�안전
   보호�앱, 모바일�자가진단�앱�설치
   (격리면제자: A�, A�, A�, ��비자)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 당일�임시�생활시설 PCR 검사�진행

병원�또는�생활치료센터

유증상자

STEP �. 무증상자�자가격리�시설�이동�방법

�. 특별입국철차�안내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검역시행
발열체크�등�유증상�여부�확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특별입국�시행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 설치 (담당자: CORONA)
한국�연락처 제출

내국인 / 장기체류�외국인               해외�입국자�전용�대중교통�및�자가용�이용
단기체류�외국인                                   정부�수송버스로�임시생활시설�이동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서울�거주지�확인
[자가�또는�친인척 (�촌�이내)의�주소지]

최소�한�달�이상�서울�거주지�확인

서울�다산콜센터에�격리시설�예약

(��)���        �번(외국어�안내�서비스)        언어선택
�번 - 영어,  �번 - 중어,  �번 - 일어 , 
�번 - 베트남어,  �번 - 몽골어

국가격리�시설에서�당일�배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장・단기�체류�문의)

����

���-���-���� ~ ����번
중앙사고수습본부 (국가격리시설�문의)
* 단기체류�외국인 : B�, B�, C�, C� 비자

질병관리청�콜센터 (자가격리�문의)
����

서울�거주지�기준, 관할�보건소에�격리시설�예약

STEP �. 입국�및�검역

2021년 3월 19일 기준

안드로이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가이드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단기체류 외국인과 격리예외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가이드 : http://ncov.mohw.go.kr/self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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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arch.seoul.go.kr/ksearch/search.do?category=relative&kwd=%EB%B3%B4%EA%B1%B4%EC%86%8C&date=&startDate=&endDate=&originalQuery=&categorize=true&page=0&pageNum=1&resrch=false&sort=d&fields=&group=&id=&ctgrnm=&url=&tit=&detail=&basickwd=&exactkwd=&inkwd=&notkwd=&notkwd=false&callLoc=&autospc=y&tr_code=&imgno=&srch_opt=&imageRelation=&imgkwds=&imgRelateNoneKwds=&imgRelateKwds=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quaranti/quarantine.do
http://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4856
http://ncov.mohw.go.kr/selfcheck/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7
https://map.seoul.go.kr/smgis2/smap/XkJBU0VNQVBfR0VOXlQ6MTFeRl5GXkZeXl5eXl4xMjYuOTc4NTc2XjM3LjU2NjUwMl42XjExMTAxODI2XmNpdHlMaWZlXl5eLg==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