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

항공편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 전에 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을 작성하고 Traveller Pass(여행자 패스)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어린이와 아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는 입국자의 여행 및 COVID-19 보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여행자가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전에 이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행자들은 자기가 도착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출발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일단 항공편을 예약하면 
출발 28일 전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약 30분 남짓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작성한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여행자 패스가 발급됩니다.

탑승 수속 시 항공사 직원이 여행자 패스를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해서도 eGate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 한, 이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 비자 소지자, 어린이와 
아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 외에도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NZeTA(뉴질랜드 전자 여행증)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와 별도로 이 전자 여행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무료입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여권 정보
• 항공편 정보
• 접종 증빙 서류 – 필요한 경우* 
• 뉴질랜드 도착 전 14일간의 여행 이력
• 뉴질랜드 국내 연락처
• 비상 연락처

*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avellerdeclaration.govt.n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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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avellerdeclaration.govt.nz


유용한 안내 정보

출발 전에 꼭 다음 항목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여행 
요건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 항공권
• 유효한 여권
• 비자 또는 NZeTA(필요한 경우)

일부 국가의 여행자는 NZeTA를 받아야 뉴질랜드에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mmigration.govt.nz/nzeta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질랜드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를 
참조하십시오.

여행자 신고서 작성 시 도움 받기

혼자 힘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메일로 여행자 본인에게 여행자 패스를 보낼 
수 있도록 꼭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이메일이 없는 경우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행자 패스가 이메일로 오면 
공항에서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인쇄해 지참해야 
합니다.

여행자 신고서 제출 후

접수된 신고서의 정보를 당국에서 검토한 후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에 대한 결정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신고서가 승인되면 여행자 패스가 발급됩니다. 여행자 
패스에는 신고된 여행에 대해서만 유효한 본인의 
고유한 QR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행자 패스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이유를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제출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도착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여행자 패스와 여타 입국 요건 
증빙 자료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패스는 종이에 인쇄한 형태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여행자 패스를 확인받을 필요 없이  
eGate를 통해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eGate에서 여권을 스캔할 때 여행자 패스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공항에 
게시된 안내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업로드한 모든 관련 서류(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 등)와 여타 여행 요건 증빙 자료는 
따로 지참해야 합니다.

http://immigration.govt.nz/nzeta
http://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


신고서 제출5

문의 및 지원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해 뉴질랜드 여행자 신고서에 콜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800 359 269 – 뉴질랜드 국내 무료전화

1800 359 269 – 호주 국내 무료전화

+64 4 931 5799 – 국제전화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콜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질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당사자를 
대신해 신고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친구나 가족 등 아는 사람에게 
신고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TravellerDeclaration.govt.nz

절차 간단 요약 – 단계별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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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행 항공편 예약

유효한 여권과 비자 또는 NZeTA(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출발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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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항공편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처리 센터와 콜 센터는 주 7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travellerdeclaration.govt.nz에서 
신고서 작성. 출발 28일 전부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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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빙 서류 업로드(필요한 경우)4

여행자 패스가 이메일로 발급. 이제 
뉴질랜드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6

https://www.travellerdeclar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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