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현재 정확함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COVID-19
접종 증명을 제시하는 방법
2020년 10월 1일 혹은 이후에 해외에 체류중 승인 또는 인정받는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호주
여행 선서문을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면 이것을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절차대로 호주 예방 접종 등록부 (AIR)에 예방 접종을 등록하고 COVID-19 디지털 증명서
또는 예방 접종 이력 명세서를 받아서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맞은 백신이 호주에서 승인 또는 인정받은 것인지 (현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박제브리아, 모더나, 얀센실라그, 시노박 코로나백,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바랏 바이오텍)확인하세요.

2

백신 기록이 다른 나라 말로 적혀 있으면 영어로 번역하세요.
translating.homeaffairs.gov.au를 방문하여 무료 번역 서비스 자격이 되는 지를 알아보세요.

3

공인 백신 제공자 (예를 들어 가정의나 약사)에게 본인의 백신을 AIR에 기록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백신 기록이 본인의 COVID-19 디지털 인증서 또는 예방 접종 기록
명세서에 뜹니다.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본인의 인증서나 명세서를 열람하세요.
myGov를 경유한 본인의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
1. my.gov.au로 가서 로그인하세요
2. Proof of COVID-19 (접종 증명)을
선택하세요
3. View history를 선택하세요
4. 이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 View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
(접종 기록명세서 보기) 나
View COVID-19 digital certificate
(디지털 증명서 보기)를 선택하세요.

Express Plus Medicare 모바일 앱

개인 보건 식별장치 서비스(Individual
Healthcare Identifiers service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

1. Express Plus Medicare 앱에
로그인하세요

1. my.gov.au로 가서 로그인하세요

2. 서비스에서 Proof of vaccinations
를 선택하세요
3. View history를 선택하세요
4. 본인의 name(이름)을 선택하세요

2. Individual Healthcare Identifiers
service를 선택하세요
3. Immunisation history를
선택하세요

주의: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데 COVID-19 접종 증명이 필요하면 개인 보건 식별장치 서비스(Individual Healthcare Identifiers service)가 필요합니다. IHI는 myGov.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servicesaustralia.gov.au/covidvaccineproof로 가시면 됩니다

5
5

COVID-19 접종 증명을 저장하세요. Express Plus Medicare 모바일 앱 디지털 증명서는 애플
지갑이나 구글 페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COVID-19 접종 증명을 신속하게 간편하게 보여주려면 Service NSW 앱에 접종
증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sw.gov.au/covidvaccineproof에 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인증서나 내역서를 집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디케어 모바일
앱이나 myGov을 경유한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을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한 후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흑백 인쇄본도 인정합니다.

의학적 접종 금기 사항(즉 의학적인 이유로 COVID-19 백신 접종 불가함)때문에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에게 접종 금기 사항을 AIR에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기록이 본인의 인증서와 명세서에 뜹니다.

NSW가 COVID 안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nsw.gov.au/covidvaccineproof로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