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입국필수
준비 절차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

질병관리청 또는

RT-PCR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

•

불가시 인근 보건소 또는

이내 음성확인서

•

주민센터 방문

•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

필요

•
•

여권 영문명 확인
2차 접종 이상 완료

출국시간 기준 48시간

•
•

가까운 발급가능 기관에서

필리핀
One
Health
Pass 신청

한국
출국

필리핀
입국

•
•
•

•
•
•
•
•
•

•
•
•
•
•
•
•

입국 필수 QR코드
OHP발급 사이트 방문
출국일 3일전 기준(단,

검사

PCR음성 자료 첨부

검사/발급 시간

필수라 48시간 이내

확인(48시간 이내)

신청만 가능)

여권 영문명 확인
여행자보험 호흡기질환
최소US$35,000보장 가입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자료 참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0일 이내 왕복항공권
영문예방접종확인서
영문PCR음성확인서
OHP QR코드 발급
최소 USD 35,000 보장
여행자 보험 증서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
OHP QR코드 확인
체온측정
세관검사
7일간 자가 모니터링 실시
(잉글리쉬 펠라 지원)

ONE HEALTH PASS
발급 절차
Step 1.
https://onehealthpass.com.ph/e-HDC/OHP-Registration/
사이트 방문
Step 2.
• 입국일 날짜를 입력 입국일 기준 3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Step 3
• AIRCRAFT PASSENGER
• FOREIGN NATIONAL 선택 후
• NEXT(다음)을 클릭

Step 4.
개인 프로필 입력
•

Last Name(성씨)

•

First Naem(이름)

•

Middle Name: N/A로 기입

•

Birthdate: 생년월일 선택

•

Sex: 성별 선택

•

Civil Status: 미혼/결혼 등 해당사항 선택

•

Nationality: South Korea 선택

•

Passport Number: 여권번호 기입

•

Contact No: 펠라 번호 (032) 344 0881

•

Email: 개인 이메일 주소

•

Occupation: 직업

Step 5.
RESIDENCE DETAILS 입력
•
House No./Lot/Bldg : English Fella 2
•
Street/Subdivision/Purok
: Tigbao Talamban
•
Privince : CEBU
•
Municipality/City : CITY OF CEBU(Capital) 선택
•
Barangay : TALAMBAN 선택
TRAVEL DETAILS
•
Country/Territory of Port of Exit : South Korea
•
Airport/Seaport of Arrival: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선택
•
Airline Name: 해당 항공선택
•
Flight Number: 해당 항공편명 선택
•
Date of Departure: 한국 출발일 선택
•
Date of Arrival in the Philippines: 세부 도착일 선택

Step 6.
TRAVEL DETAILS
• Country/Territory of Port of Exit : South
Korea
• Airport/Seaport of Arrival: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선택
• Airline Name: 해당 항공선택
• Flight Number: 해당 항공편명 선택
• Date of Departure: 한국 출발일 선택
• Date of Arrival in the Philippines: 세부
도착일 선택
• For FOREIGN NATIONAL : Tourist 또는
Others 선택
• Others(Others 카테고리 선택시) Study
English 기입
• Purpose of Travel: Study English 또는
Sightseeing
• Address Abroad: 개인 집주소 기입 (영문)

Step 7.
VACCINE INFORMATION 백신 정보 기입
•

백신 1차 2차 정보 기입

•

Have you been vaccinated for COVID-19(코로나 19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 Yes

•

FIRST DOSE(1차 접종): YES

•

1차접종 날짜/백신 종류/백신 접종한 국가 기입

•

SECOND DOSE : 1차 접종과 같이 해당 정보 기입

•

Upload Vaccine Card/Certificate: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받은 파일 업로드(PDF/JPG/PNG)파일만 가능

Step 8.
COVID-19 RT-PCR TEST RESULT
• Do you have RT-PCR Test Result Taken 48
hours before you scheduled departure? (
출발 48시간 이내 RT-PCR 음성확인서
유무) : Yes 선택
• RT-PCR Test Result Certificate :
음성 확인서 파일 업로드
• Date of Swab: 검시일 기입
COUNTRIES TRAVELED
• 30일 이내 여행한 국가 기입
EXPOSURE HISTORY
• 14일 이내 유사 증상 또는 접촉 여부:
없으면 No 선택

Step 9.
CLINICAL INFORMATION
• 30일 이내 기타 질병/질환 여부 질문
• 없을 경우 No 선택
• 있을 경우 Yes 선택 후 하단
COMORBIDITIES에서 해당 사항 선택

Step 10.
• 정보이용 약관에 대해 선택
• CAPTCHA SECURITY: 하단 ENTER
CAPTCHA에 해당 문자 숫자 조합 입력
• 모든 정보 입력 완료 확인 후
SUBMIT(제출) 클릭

주의 사항
• 각 서류에 있는 영문 이름은 여권상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내용과 백신 정보
또한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 후 발급 받은 QR코드는 스크린
캡쳐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