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機密性２】  
発出元 → 発出先  作成日_作成担当課_用途_保存期間  

HP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에 관한 주의 

환기에 관해(2 월 13 일(목) 0:00) 

니가타 공항은 법무성, 후생노동성 등 관계 기관 및 공항 내 사업자와 연계하여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니가타 공항에 오시는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해·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알림】 

아래의 자에 대해서는 2020 년 2 월 13 일 오전 0 시부(JST) 터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일본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 일본 도착 전 14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 성 또는 절강에서 체재 

이력이 있는 외국인 

•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또는 절강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귀국·입국하시는 여러분께】 

• 과거 14 일 이내에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체재 이력이 있는 분께서는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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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에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나, 기침약이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에도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에 도항 이력・체재 이력이 있는 분 중, 

위의 증상이 있어서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실 경우에는 사전에 

후베이성, 저장성에 체재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하신 다음,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진찰 시에는 

건강 카드를 제시하시고, 도항 이력을 알려 주십시오(기내에서 배포한 건강 

카드도 참조하십시오). 

【공항 내에서의 감염증 예방에 관해】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공항 내 스태프의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터미널 관내의 문손잡이·난간(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포함)과 수하물 

카트의 핸들 소독과 같은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용객 여러분께서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하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터미널 각처에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증 예방에 관해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나 인플루엔자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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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침 에티켓이나 손 씻기 등 통상적인 감염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 대책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수상 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여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알아 

두자~(수상 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ansensho/coronavirus.html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는 콜센터「비지터 핫라인」을 24 시간 365 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Japan Visitor Hotline」（PDF：5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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