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8 월 8 일 
 

해외 출발 홍콩 입경객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2022년 8월 12일(홍콩시간)부터 해외(한국 포함)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입경객의 호텔 격리 기간이 7 일에서 3 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후 4 일간 자택 또는 
호텔에서 자가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인 바,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4"제도에 따른 의무 격리 및 자가 셀프 모니터링 기간 조정 
 

홍콩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입경객은 사전에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ttps://www.chp.gov.hk/hdf/)를 작성하고, 체크인 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해 항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월 12일(홍콩 시간)부터 해외(한국 포함)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 기간이 조정됩니다. 
 
 첫 번째 핵산 검사를 실시한 도착일을 0일로 간주합니다. 입경객은 코로나 19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격리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경자는 도착 직후 14 일 의무 격리 대상이었음). 

 



 3일 강제 격리: 입경객는 지정된 격리 호텔(DQH)에서 3일간 의무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 일차 오전에 격리 해제의 대상이 
됩니다. 

 4일간의 자가 모니터링: 입경객은 자택이나 자체 마련한 숙소에서 4 일간 자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 일차 오전에 
능동 감시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검사 : 입경객는 10일차까지 매일 3일간 자가 모니터링 및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대상이 되며, 9일차에 마지막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경객은 8 월 12일에 홍콩에 도착하면 도착일은 0일입니다. 3일차(8월 

15일) 오전에 격리가 해제되면, 7 일차(8 월 19 일)에 능동 감시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4 일 의료 감시 중 Vaccine Pass 에 따른 Amber Code 제한 
 

해외(한국 포함)에서 입경하는 사람은 백신 패스 유무에 따라 Amber Code 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LHS(Leave Home Saf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핸드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LH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설치 또는 업데이트하고 해당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일간의 능동 감시 기간 동안 입경객은 매일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 결과를   
진단 받은 후 외출이 가능하나, 백신 패스에 따라 Amber Code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고위험 구역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사업 구역(예: 바 또는 펍), 피트니스 센터, 공공 오락의 실내 

장소, 이발소 또는 미용실 등을 포함하여 주요 보호가 필요한 기타 구역에 

입장이 제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출근, 슈퍼마켓 및 시장 진입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일상적인 

필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료감시 기간이 종료되면 LHS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Amber Code를 Blue Code로 되돌아갑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8/08/P2022080800803.htm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8/08/P2022080800771.htm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8/08/P2022080800803.htm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8/08/P2022080800771.htm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