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460 탑승객 

하와이로의 여행 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하와이 주정부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DC 조치는 한국시간 기준 2021 년 1 월 26 일 2:01pm/ 하와이시간 기준 2021 년 1 월 25 일 7:01pm 부터 적

용됩니다. 하와이시간 기준 2021 년 2 월 5 일부터,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하와이에서 10 일간

의 의무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CDC 지침 준수 및 하와이 의무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하와이로의 출발 이전 72 시간 이내에 주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

가 필요합니다. 

o 만 5 세 이상의 승객은, 하와이주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내 지정 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병원 본원,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인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에서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시 하

와이 방문 목적임을 병원 측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하와이 자가격리 면제용 양식 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지정 병원 외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하와이 도착 시 10 일간의 의

무격리가 실시됩니다. 

o 만 2 세 이상 4 세 이하의 승객은, 

CDC 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 (NAAT 또는 항원검사)가 필요합니다. 

o 일요일 출발 항공편을 탑승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권장 드립니다. 검사비용, 검진 시간 및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 서울 아산병원: 금요일 오전 10 시 이전 진단검사 - 금요일 

오후 서류발급 (당일 처리 가능) 

 강북삼성병원 & 인하대병원 본원: 금요일 영업시간 내 진단검사 - 토요일 오전 서

류발급 

 인하대병원 인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 (터미널 2) : 검사 예약 시간에 따라 

서류 당일 발급 가능 

 하와이 입국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o 안전여행(Safe Travels) 계정을 생성하여, 하와이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건강 진단을 포함

한 여행 정보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여행(Safe 

Travels)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o 음성확인서 결과 PDF 파일을 안전여행(Safe 

Travels) 계정에 출발 전 업로드하고, 해당 확인서를 인쇄하여 지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

다. 

 서약서를 집에서 미리 작성해 오거나 공항에서 체크인 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 2 세 이상의 모든 

승객은 개별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cdc.gov/quarantine/fr-proof-negative-test.html
https://hawaiicovid19.com/travel-partners/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index.do
https://www.kbsmc.co.kr/index.jsp
https://www.inha.com/page/main
http://www.amc.seoul.kr/asan/main.do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diagnostic-testing.html
https://travel.hawaii.gov/#/
https://www.gohawaii.com/kr/special-alerts-information-korean
https://www.cdc.gov/quarantine/pdf/attachment-a-global-passenger-disclosure-attestation-2021-p.pdf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 이용객을 위해, 하와이안항공에서는 하와이로의 출발 전 승객 사전 등록을 통

해 하와이 입국 시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프로그램 관련 내용

은 하와이안항공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여행 준비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459 탑승객 

코로나 19 관련 한국 입국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14 일간의 의무격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항공기 탑승 72 시간 전 

모든 한국입국자(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한국입국 시, 백신 접종자 관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또는 한국시간 기준 2021 년 7 월 1 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

료자 한국 입국 시 방문 목적에 따라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해외출국 전에 한국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 주 경과 뒤 출국한 경우(예: 4 월 10

일 접종을 완료한 경우, 4 월 25 일 0 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입국 후 PCR 진단검사 실시결과 음성 및 무증상이 확인된 경우 

 

2021 년 5 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2021 년 5 월~8 월 시범운영, 2021 년 9 월 본격 시행) 한국 입국 전 여행정보를 제

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waiianairlines.co.kr/coronavirus/pre-clear-program
https://www.hawaiianairlines.co.kr/coronavirus/before-travel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073&contSeq=366073&board_id=&gubun=ALL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locale=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