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 
2022.08.31.(수) 주싱가포르대사관

111 싱가포르(해외) → 한국 입국 관련

 ※ 9.3(토) 0시 입국자부터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불필요

   - 9.2(금) 오후 출발, 한국시간 기준 9.3(토) 0시 이후 도착 항공편 입국자도 해당

 □ (한국입국 규정)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 FAQ 확인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82-2-2633-1339)로 문의
  ※ 한국 입국 최신정보 확인 : http://n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필요)
  ㅇ 해외입국자에의 코로나 검사(PCR)는 입국 후 1회 변경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불필요 (한국시간 기준 9.3(토) 0시 이후 도착 항공편부터)
      - 입국일 전 2일 이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 권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입국 후) 1일 이내(입국 다음날까지 인정) PCR 검사 필요
      - (PCR 검사) 한국인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보건소 또는 사설 의료기관(인천공항 포함) 가능  

                단기방문 외국인 : 인천공항 포함 사설의료기관만 가능
                  ※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 예약사이트: https://safe2gopass.com
      - (검사 결과 Q-Code 등록) 입국 후 1일 이내 받은 PCR 검사 결과 Q-code 등록 권고
      ※ 양성 시 신규 확진자는 7일 격리 / 확진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확진 이력 등 검토 후 격리 여부 결정
         
②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을 통한 입국 방역 확인 시간 단축
  ㅇ 이메일, 여권, 입국 및 체류 정보 등 입력(백신접종증명서 등록 절차 없음) 후 QR 발급
  ㅇ 입국 전 Q-Code 온라인 등록(권고)은 필수는 아니나, 등록 시 입국 방역 절차 시간 단축
    ※ 입국 후 사설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시 그 결과는 Q-Code에 등록 필요 

 □ 조건별 한국 입국 준비사항

구분 한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 단기방문 외국인

①입국일 전 2일 이내

Q-Code 온라인 등록
(미접종 유아도 등록)

https://cov19ent.kdca.go.kr

△* O

◦대상: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내/외국인 (미접종 유아, 아동 모두 등록 권고)
◦항공기 탑승 전까지 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QR코드를 항공사 직원 / 입국 검역관에 제시

* 국내에 예방접종이 등록되어 있으면 입국 전 Q-Code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등록 시 한국 
입국 검역 절차 시간 단축

②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O
보건소 무료 검사

O
공항(사전예약 필수)

https://safe2gopass.com

또는 사설의료기관(본인확인)

◦사설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를 Q-Code에 온라인 등록 권고
  - 우리 국민 / 장기체류자도 본인 선택에 따라 사설의료기관에서 ‘자비’ 검사 가능
  - 인천공항 의료센터 PCR 검사 예약 : https://safe2gopass.com

◦PCR 검사 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체류 장소에 대기 권고

③K-ETA 또는
비자 신청

(외국인만 해당)

X O

※ K-ETA 신청 대상 국가 확인 및 신청 : https://www.k-eta.go.kr
  - K-ETA 대상 국가 아닌 경우 대사관에 비자 신청 (대사관 홈페이지 사증 안내 참조)

http://ncov.mohw.go.kr
https://cov19ent.kdca.go.kr
https://cov19ent.kdca.go.kr
https://safe2gopass.com
https://safe2gopass.com
https://www.k-eta.go.kr


2 2 2 한국(해외) → 싱가포르 입국 관련

※ 싱가포르 출입국/환승 방역 절차 최종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 참조 필수
- ICA 홈페이지: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

 □ 코로나 / 황열병(Yellow Fever) 방역 입국 정책 (싱가포르 입국 시)

< 코로나 방역 정책 주요 내용 > : 예방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및 12세 이하 아동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없음(13세 이상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예방접종완료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난 경우
    - 3차 접종 등 부스터샷 등 접종 불필요
    -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 후 28일 경과한 시점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지난 경우도 “예방

접종 완료자”로 구분 (확진증명서 / 백신접종증명서 각각 준비 필요)

◦13세 이상 예방접종 미완료자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 단기방문자 여행자 보험 필수
  - 출발 전 코로나 검사 기준: 한국(해외) -> 싱가포르 출국일 2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ART/RAT) 검사

◦단, 백신미접종자는 싱가포르 방역규정에 따라 식당/푸드코트/500인 이상 행사장소 방문 불가

< 황열병(Yellow Fever) 방역 정책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12세 이하 아동도 필요) => 미제출 시 6일 격리

◦상세 안내 및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 확인
  -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yellow-fever-vaccination-certificate 

 ＊(연령계산=연도기준) 22년 기준, 2010년(포함)이후 출생=12세 이하 / 2020년(포함)이후 출생=2세 이하

 □ 싱가포르 입국 준비사항 (참조: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

   - 싱가포르 입국 최종 입국 정책은 반드시 위 이민국(ICA) 참조 사이트 방문하여 확인 필요

구분 조건 상세

① 백신접종 증명서
(12세 이하 아동 및 

접종 미완료자 불필요)

◦싱가포르 접종자는 TraceTogether(Singpass)로 증명
◦한국 접종자: COOV 어플로 증명 또는 질병관리청 발행 영문접종증명서*

  *3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 시 싱가포르 입국 후 30일 이내 한국(해외) 코로나 
접종 이력을 싱가포르 의료기관(GP Clinic 등)에 등록해야 하며, 영문접종증명서 필요

◦타국 접종자: 싱가포르 이민국(ICA) 안내 참조

② SG 입국카드
◦입국일 전 3일 이내 작성 제출(온라인)
  - http://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③ 어플 설치

◦싱가포르 입국 후 TraceTogether 어플 설치
  - 어플 활성화는 싱가포르 도착, 이민국 통과 후 가능
* 6세 이하 미해당, 아동(6-12세)의 경우 TraceTogether Token 발행
* TraceTogether 설치 및 토큰 발급 안내: https://tracetogehter.gov.sg

13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추가 준비 사항

◦출발일 2일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및 단기방문자 여행자 보험 가입
  - 코로나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ART/RAT) 중 택1
  - 영문발행,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음성 결과 명시
  - 출발일 기준 확진일로부터 14일 경과 90일 이내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단, 코로나 확진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여행자 보험(3만 싱달러 이상 보장)은 단기방문(관광/출장 등) 입국자만 해당

※ 우리나라 국민이 싱가포르 단기 방문(관광/출장 등) 시 비자 불필요

 □ 싱가포르 내 확진자 격리 방역 관련 유의 사항

 ㅇ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확진(무증상) 시 확진 시점부터 72시간 격리해야 하며, 4일차부터 자가 ART 검사 결과 음성 
나오는 날 격리 해제 (자가 ART 검사 지속 양성 시 최대 7일 격리/확진 판정일이 1일차)/격리비용 본인부담

    - 7일차 오후 12시부터 자가 ART 결과 상관없이 격리 해제 (무증상인 경우)
 ㅇ 확진자 숙박 가능한 호텔은 별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확진자 숙박 가능 여부”를 직접 호텔과 확인 후 

예약해야 하며, 격리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 보건부에 온라인으로 격리 시설로 호송 요청
    - 온라인 신청 접수 : https://go.gov.sg/conveyancerequest
    - 보건부 핫라인 : +65-6874-4939 -> ARS 언어(영어) 선택 후 2번 ‘For inquiries and requests on 

transportation to a quarantine facility’ 선택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yellow-fever-vaccination-certificate
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
http://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https://tracetogehter.gov.sg
https://go.gov.sg/conveyancerequest


붙임1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한국에서의 확진이력 증명 필요 시 보건부 발행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활용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OF COVID-19 PATIENTS)

성명

NAME

국문

KO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월.일. YYYY.MM.DD.)

영문

ENG

 (성, Family name) 코로나19 확진검사일
(검체채취일)

DATE OF
POSITIVE COVID-19 TEST

(Date of Sample Collection)

(연.월.일. YYYY.MM.DD.)

 (이름, Given nam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연.월.일. YYYY.MM.DD.)

발급용도

PURPOSE OF 

ISSUE

해외출국자용

OVERSEAS TRAVEL

  상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person named above has completed the 

isolation period. 

발행일 Date of Issue : 2022.○○.○○

            

△△보건소장  

Director of △△ Public health center

직인

Seal

※ 본 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This document is for overseas travel only, not for domestic use.

http://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