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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검역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수동감시 기간 단축 안내
1. 평소 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대호와 관련입니다.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2721(2021.10. 29. ) '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 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2742(2021. 10. 29. )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수정-미얀마發 추가)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2789(2021. 10. 29. )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일부 개정 안내(수동감시 기간 단축) '
라. 중앙방역대책본부 메모보고(2021. 10. 29. ) '코로나19 격리기간 단축(14일→10일)
관련 안내 '

2. 국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대응 방침에 따라 '21.11.1.부터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격리 · 수동감시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단축되오니 귀 협회 산하 회원(사)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
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단,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 외
국인 등)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 21.11.14.까지)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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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시행) ' 21.11.1. (월)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부터 적용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
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나.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내용)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기간 조정(14일→10일)
- (시행) ' 21.11.1. (월)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부터 적용
* 단 시행일 이전 수동감시 중인 자도 6-7일차 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된 경우 10
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할 수 있음
( 예시) 수동감시 시작일이 11 .1인 경우 11 .11일 해제(감시11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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