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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중앙방역대책본부, ’21.10.5.(화)>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1.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방법은?

 ㅇ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외교공한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당시주소지관할보건소에방문하여야함.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2.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지?

 ㅇ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함.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3. 해외 접종력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 즉시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ㅇ 예방접종확인서(종이, COOV앱) 발급이 가능한 10.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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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 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5. 그간 해외예방접종서의 검증이 문제가 되었는데, 시스템 등록 

과정 중 검증의 방법은 무엇인지?

 ㅇ 해외 각국의 접종증명서 견본과 비교·대조 과정을 통해 검증함.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6. 방문이 아닌 e-mail 등 온라인으로 해외 접종력 등록이 가능한지?

 ㅇ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정확한 접종력 

확인·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증명서류 등을 제출.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6)

 7.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

 ㅇ 2회 접종 권장 백신을 해외에서 1회만 접종한 경우도 등록은 가능. 

  - 단,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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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백신의 2회 접종내역이 모두 국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59)

 8. 주한미군 및 주한대사관에서 자체 접종한 경우 등록 가능한지?

  

 ㅇ 주한미군 및 주한대사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적자의 경우 기존 체계대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후 등록 가능

  - 주한미군 내 외국국적자의 경우 주한미군 측 책임 하에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주한 외교단의 경우 국내·외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첨부한 

외교공한 제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