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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传染源；主要传播途径为经呼吸道飞沫和接触传播，
在相对封闭的环境中长时间暴露于高浓度气溶胶情况下
存在经气溶胶传播的可能，其他传播途径尚待明确；人
群普遍易感。
2020年1月20日 ， 国 家 卫 生 健 康 委 员 会 发 布1号 公
告，将新冠肺炎纳入《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规定的乙类传染病，并采取甲类传染病的预防、控制措
施。将新冠肺炎纳入《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
法》规定的检疫传染病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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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二、

出发前准备

1. 有入境计划的人员在入境前，需提前到境外出发
地医疗机构进行健康检查，如有发热、咳嗽、乏力等症
状，要及时取消入境计划并就医。
2. 身 体 健 康 且 有 入 境 计 划 的 人 员 ， 需 提 前2天 由 本
人或通过亲友、同事向入境后目的地社区（乡镇）如实
报告入境人员姓名、联系方式、所在国家、返程日期、
所乘交通工具和健康状况等相关信息。
3. 入 境 人 员 要 提 前 通 过 电 话 咨 询 或 网 络 查 询 等 方
式，了解中转地和目的地疫情情况和防控要求，避免影
响入境行程。

乘机及抵达入境注意事项

1. 乘机时，要按照机组人员要求正确佩戴口罩，保
持安静、减少交流。
2. 机组人员对机上所有入境人员进行体温监测，入
境人员如有发热、乏力、干咳等症状，要及时告知机组
人员，由机组人员安排临时隔离处置。
3. 航班落地前，入境人员须如实、完整、准确填报
健康申明卡。
4. 抵达口岸后，入境人员请耐心等候，接受体温筛
查等检疫措施，并按要求有序下机。
5. 入境人员须依法向海关进行健康申报，并配合海
关查验健康申报信息、开展红外体温筛查和医学巡查等

4. 入境人员要谨慎安排入境行程，避免过多中转或

检疫措施。
6. 入境人员须配合海关有序开展流行病学调查、医

等待，减少接触机会。
5. 入 境 人 员 提 前 填 报 海 关 发 放 的 纸 质 《 健 康 申 明

学排查和采样检测等检疫措施，有症状者或经排查需要

卡》，也可通过扫描

转运的人员，须配合海关按照属地联防联控机制进行转

《健康申明卡》上方

运至地方有关部门，并配合追踪后续情况。
7. 对吉林省境内无需转运人员，由目的地有关单位

的二维码进行电子填

派专车送往指定酒店集中隔离医学观察或视情况居家隔

报。

离医学观察14天。

6. 入境人员要主

8. 对在外省通过铁路中转到吉林省的入境人员，请

动接受健康宣教，配
合体温监测、医学巡
查、流行病学调查等

按照吉林省驻外省工作组有关安排乘坐指定列车前往目

这是一场没有硝烟的战争！
让我们一起打赢这场硬仗！

的地，再由当地工作人员接转到指定地点集中隔离医学
观察或视情况居家隔离医学观察14天。

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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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集中隔离注意事项

1. 境外无症状进吉人员，均转送至集中隔离点进行
14天的隔离观察。集中隔离观察期间，隔离人员费用需
自理。有特殊情况的，经严格评估，可进行居家观察。
2. 对隔离观察对象实行封闭式管理，严格遵守隔离

四、

法律责任

● 《 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1. 第十二条规定：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一切
单位和个人，必须接受疾病预防控制机构、医疗机构有

有关规定，不得擅自离开隔离房间，不接受家属探访，

关传染病的调查、检验、采集样本、隔离治疗等预防、

隔离观察对象不允许相互串门、聚集，配合体温监测和

控制措施，如实提供有关情况。疾病预防控制机构、医

其他诊疗工作。

疗机构不得泄露涉及个人隐私的有关信息、资料。

3. 保持居住环境清洁，建议每日通风2～3次，每次
30分钟以上，通风时注意保暖，防止着凉。
4. 保持良好个人卫生，勤洗手、多饮水、经常换洗

2. 第十六条规定：传染病病人、病原携带者和疑似
传染病病人，在治愈前或者在排除传染病嫌疑前，不得

衣物。吃饭前、吃饭后、如厕后、接触可能被污染的物

从事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禁止从

品后必须洗手，或用手消毒剂消毒。

事的易使该传染病扩散的工作。

5. 咳嗽和打喷嚏时用纸巾或屈肘遮掩口鼻，不可随

3. 第四十一条规定：对已经发生甲类传染病病例的

地吐痰。要将废弃口罩、使用后的纸巾等物品投放至垃

场所或者该场所内的特定区域的人员，所在地的县级以

圾桶内。
6. 合理饮食，适量运动，保持良好的心态，可通过
视频或电话寻求家人及专业心理服务机构的帮助，排解
紧张焦虑的情绪。
7. 出现发热、干咳、咳痰、鼻塞、流涕、咽痛、头
痛、乏力、肌肉酸痛、关节酸痛、气促、呼吸困难、胸
闷、结膜充血、恶心、呕吐、腹泻和腹痛等可疑症状，
应立即报告隔离点的医务人员或负责人，并配合工作人
员开展进一步诊治。

04

上地方人民政府可以实施隔离措施。
4. 第七十七条规定：单位和个人违反本法规定，导
致传染病传播、流行，给他人人身、财产造成损害的，
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1. 第七条规定：入境的交通工具和人员，必须在最
先到达的国境口岸的指定地点接受检疫。除引航员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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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集中隔离注意事项

1. 境外无症状进吉人员，均转送至集中隔离点进行
14天的隔离观察。集中隔离观察期间，隔离人员费用需
自理。有特殊情况的，经严格评估，可进行居家观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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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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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诊疗工作。

疗机构不得泄露涉及个人隐私的有关信息、资料。

3. 保持居住环境清洁，建议每日通风2～3次，每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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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持良好个人卫生，勤洗手、多饮水、经常换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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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染病病人，在治愈前或者在排除传染病嫌疑前，不得

衣物。吃饭前、吃饭后、如厕后、接触可能被污染的物

从事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禁止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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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地方人民政府可以实施隔离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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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经国境卫生检疫机关许可，任何人不准上下交通工

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处三年以下有期徒

具，不准装卸行李、货物、邮包等物品。

刑、拘役、管制或者罚金。

2. 第十二条规定：国境卫生检疫机关对检疫传染病

2. 第三百三十条规定：违反传染病防治法的规定，

染疫人必须立即将其隔离，隔离期限根据医学检查结果

拒绝执行卫生防疫机构依照传染病防治法提出的预防、

确定；对检疫传染病染疫嫌疑人应当将其留验，留验期

控制措施，引起甲类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

限根据该传染病的潜伏期确定。

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后果特别严重的，

3. 第 十 六 条 规 定 ： 国 境 卫 生 检 疫 机 关 有 权 要 求 入
境、出境的人员填写健康申明卡，出示某种传染病的预
防接种证书、健康证明或者其他有关证件。
4. 第二十条规定：对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3. 第三百三十二条规定：违反国境卫生检疫规定，
引起检疫传染病传播或者有传播严重危险的，处三年以
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一的单位或者个人，国境卫生检疫机关可以根据情节轻
重，给予警告或者罚款：逃避检疫，向国境卫生检疫机
关隐瞒真实情况的；入境的人员未经国境卫生检疫机关
许可，擅自上下交通工具，或者装卸行李、货物、邮包
等物品，不听劝阻的。
5. 第二十二条规定：违反本法规定，引起检疫传染
病传播或者有引起检疫传染病传播严重危险的，依照刑
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1. 第二百七十七条规定：以暴力、威胁方法阻碍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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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防治小贴士
或 洗 手 液 洗 手 ， 每 次 洗 手 应 揉 搓20 秒 以 上 ， 应 确 保 手

1. 洗手。

心、手指、手背、指缝、指甲缝、手腕等处均被清洗干

经手可传播多种疾病，

净。不方便洗手时，可以使用含酒精成分的免洗洗手液

如被病菌污染的手接触食物

进行手部清洁。

可传播消化道疾病，揉眼睛

● 洗手的步骤。

可传播红眼病、角膜炎等疾

（1）用流动水将双手淋湿。

病，抠鼻子可传播呼吸道疾

（2）取适量肥皂或洗手液均匀涂抹双手。

病等。外出归来、饭前便

（3）认真搓洗双手至少20 秒。

后、咳嗽打喷嚏时用手捂口鼻后，都应及时洗手。洗手

第一步，洗手掌。手心相对，手指并拢相互搓揉。

时，请使用流动水和肥皂或洗手液洗手。

第二步，洗手背。手心对手背，手指交叉，沿指缝

● 什么时候需要洗手？

相互搓揉。双手交换进行。

新型冠状病毒流行期间，为了避免经手传播，应注

第三步，洗指缝。手心相对，手指交叉，相互搓揉。

意洗手，洗手频率根据具体情况而定。以下情况应及时

第四步，洗指背。一手弯曲呈空拳，放另一手的手

洗手：外出归来；戴口罩前及摘口罩后；接触过泪液、
鼻涕、痰液和唾液后；咳嗽打喷嚏用手遮挡后；护理患
者后；准备食物前；用餐前；上厕所后；接触公共设施
或 物 品 后(如 扶 手 、 门 柄 、 电 梯 按 钮 、 钱 币 、 快 递 等 物
品)；抱孩子、喂孩子食物前；处理婴儿粪便后；接触动
物或处理动物粪便后。
● 怎样保证洗手效果？
洗手是减少手部细菌、病毒最直接最有效的办法之
一，正确洗手是关键。正确洗手是指使用流动水和肥皂

08

心，旋转搓揉。双手交换进行。
第五步，洗拇指。一手握住另一只手的大拇指，旋
转搓揉。双手交换进行。
第六步，洗指尖。一手五指指尖并拢，放在另一只
手的手心，旋转搓揉。双手交换进行。
第七步，洗手腕。一手握住另一只手的腕部，旋转
搓揉。双手交换进行。
（4）用流动水冲洗干净双手。
（5） 捧 起 一 些 水 ， 冲 淋 水 龙 头 后 ， 再 关 闭 水 龙 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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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或处理动物粪便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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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是感应式水龙头不用做此步骤）。
（6）用清洁毛巾或纸巾擦干双手，也可用吹干机吹干。
● 外出不方便洗手时，该怎么办？

● 使用过的口罩处理方法。
（1）健康人群使用后的口罩，按照生活垃圾分类的
要求处理即可。

可选用有效的含醇速干手消毒剂进行手部清洁，特

（2） 居 家 医 学 观 察 者 使 用 过 的 口 罩 可 能 会 含 有 病

殊条件下，也可使用含氯或过氧化氢手消毒剂。使用时

菌，建议用含氯消毒剂消毒后，用塑料袋封装，投入垃

用量要足够，要让手心、手背、指缝、手腕等处充分湿

圾桶。

润，两手相互摩擦足够长的时间，要等消毒液差不多蒸
发之后再停止。

（3）疑似病例或确诊病例佩戴的口罩，应视作医疗
废弃物，严格按照医疗废弃物有关流程处理。

2. 佩戴口罩。

3.就医。

● 医用外科口罩的佩戴方法。

● 如果出现发热、干咳、乏力等临床表现，是否意

口罩颜色深的一面向外，有鼻夹的一边向上；上下
拉开褶皱，包覆住口鼻及下颌；按捏鼻夹，使之紧贴鼻
梁，防止侧漏。

味着自己被新型冠状病毒感染了？
很多呼吸道疾病都会出现发热、干咳、乏力等表
现，是否被新型冠状病毒感染，需要医生根据发病前的
活动情况、是否接触过疑似或确诊病例、临床症状和实
验室检测结果等信息来综合判断。因此，一旦出现疑似
新型冠状病毒感染的症状，请不要恐慌，应做好自身防
护并及时就医。

● 防护型口罩的佩戴方法。

● 哪些情况下需要就医？

以KN95（ N95）口 罩 为 例 ： 口 罩 有 标 识 的 一 面 向

如果同时符合以下2 种情况，应及时向医疗卫生机

外，有金属条的一边向上；系紧固定口罩的带子，或把
口罩的橡皮筋绕在耳朵上，使口罩紧贴面部。继续使用
的，取下口罩后应对折放入专用塑料袋中，并放入干燥
剂保持干燥。

10

构报告，配合做好相关排查、诊治。
（1）出现发热(腋下体温≥ 37.3℃)、干咳等呼吸道
症状或腹泻等消化道症状。
（2） 发 病 前14天 内 有 境 内 有 病 例 报 告 社 区 ， 或 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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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疫情严重国家或地区的旅行史或居住史；或发病前14

六、

服务热线

天内与新型冠状病毒感染者（核酸检测阳性者）有接触
史；或发病前14 天内曾接触过来自境内其他有病例报告
的社区，或境外疫情严重国家或地区的发热或有呼吸道
症状的患者；或为聚集性发病（指14 天内在小范围内，
如家庭、办公室、学校班级、车间等出现2 例及以上发
热和/或呼吸道症状的病例）。
4.保持心理健康。
疫情可能导致公众焦虑、紧张等心理应激，为减轻

● 吉林省外事办公室涉外应急联络人员及电话：
英语（English）

日语（Japanese） 彭

瑶（PENG Yao） 15943095650

韩语（Korean）

鲁

爽（LU Shuang） 13500880151

俄语（Russian）

黄乐迪（HUANG Ledi）15568230532

● 吉林省侨联：

疫情对大众心理的干扰和可能造成的心理伤害，促进社

金姝13039001978

会稳定，需注意心理健康防护。

● 长春海关：

（1）从权威媒体了解疫情和相关科学防护知识，规
律生活，适度锻炼、读书、听音乐等。
（2）在疾病流行期间，出现恐惧、紧张和焦虑等情
绪是自然的，不必过度紧张。
（3）积极心理调适：与他人通过电话、视频等方式
多交流，相互鼓励，相互心理支持，转移注意力。要以
积极的态度工作、生活，注意休息，放松自己，自我安
慰激励。可以进行呼吸放松训练，有氧运动，正念打

孙晓宇（SUN Xiaoyu） 13596479838

0431-12360
● 机场：
长春：0431-96665，延吉：0433-2237058、2234433
● 吉林省24小时疫情防控咨询：
0431-12320
● 吉林省24小时心理服务咨询：
0431-12320-6（吉林省热线）

坐，冥想等方式来调适情绪。不要采取否认、回避退

0434-5079510、5079511、5079512、5079513（吉林

缩、过分依赖他人、指责抱怨、转移情绪发脾气、冲动

省脑科医院）

等不良应对方式。减少咖啡摄入，特别不要试图通过烟

0431-82708315、89685000、89685333（长春市第六

酒来缓解紧张情绪。

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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孙晓宇（SUN Xiaoyu） 13596479838

0431-12360
● 机场：
长春：0431-96665，延吉：0433-2237058、2234433
● 吉林省24小时疫情防控咨询：
0431-12320
● 吉林省24小时心理服务咨询：
0431-12320-6（吉林省热线）

坐，冥想等方式来调适情绪。不要采取否认、回避退

0434-5079510、5079511、5079512、5079513（吉林

缩、过分依赖他人、指责抱怨、转移情绪发脾气、冲动

省脑科医院）

等不良应对方式。减少咖啡摄入，特别不要试图通过烟

0431-82708315、89685000、89685333（长春市第六

酒来缓解紧张情绪。

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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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林省入境人员防疫手册

流程图
入境前，主动进行健康检查

健康状况良好,准许入境

若有发热、咳嗽乏力等
症状，禁止入境

向目的地相关部门报备个人信息
全程做好个人防护
登机前，配合工作人员进行相关健康筛查

登机后，配合机组人员进行体温检测和健康登记

入境后，配合口岸部门进行防疫检查

省内口岸

发热人员由120转送
就地隔
离治疗

14

由属地负责
实施集中
隔离

省外口岸

无症状人员，由属地统一按排转运
不适宜集中隔
离的人群经评
估由属地负责
实施居家隔离

不发热人员由
所在口岸专班
统一安排转运
或就地隔离

发热人员
就地隔离
治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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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Know about COVID - 19

C ONTENTS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also
known as COVID-19, refers to the disease
caused by the 2019 novel coronavirus which
is a kind of β-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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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us is sensitive to ultraviolet light and
heat. Ether, 75% ethanol, chlorine-containing
disinfectants, peracetic acid, chloroform or
being at 56 ℃ for 30 minutes can effectively
inactivate the virus.
So fa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research have the following findings concerning COVID-19 : the incubation
period is 1 to 14 days, mostly 3 to 7 days;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are the major infectious source; asymptomatic transmission is possible;
transmission mainly takes place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and close
contacts; aerosol transmission is possible when people being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 aerosols for a long time in a relatively closed environment;
other ways of transmission remain to be determined and the population is
generally susceptible.
On January 20, 2020,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China issued
Notice No.1, in which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later known
as COVID-19) was defined as one of the B Class infectious diseases
stipulated in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adopted to contain it will be those for A Class infectious diseases.
The Notice also brought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COVID-19)
under the management of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stipulated i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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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eparation before Departure

1.You need to have a health check-up at local medical facilities
before departure. When developing fever, cough, fatigue etc.,
you should avoid traveling and seek medical treatment early.
2.If you are in healthy condition, you need to contact the local
authorities at destination 2 days before departure, either by
yourself or by your relatives, friends or colleagues, providing
truthful information including name, contacts, country of staying,
date of traveling, means of transportation, health status etc.
3.You are recommended to learn in advance through
consultation hot lines or internet, about the epidemic situation
and requirements for prevention and control at both the transit
places and destination.
4.You are recommended to carefully arrange your itinerary to
avoid excessive transits or waiting time, and reduce contacts
with others.
5. You need to know that you are required to fill in health
declaration card issued by the Customs in advance. You can also
scan the QR code at the top of the declaration card and complete
it online.
6.At Jilin Province, you are
asked to receive health education
and be cooperative in ou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work including receiving body
temperature monitoring, medical
inspection,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so on.

16

Let's fight and win the "war without
smoke" with joint efforts.

Ⅱ.

What to Do on Board an Airplane and upon Arrival

1. When on board an airplane, you need to wear face mask following the
instructions from cabin crew. Try to stay quiet and reduce communication
with other passengers.
2. Cabin crew shall monitor the body temperature of all passengers on
board. Once having fever, fatigue, dry cough etc., you should inform
crew immediately for temporary isolation.
3. You should fill in the health declaration card truthfully, completely and
accurately before landing.
4. Upon arrival at the port, you should accept quarantine measures such
as temperature screening and disembark in an orderly manner as required.
5. You are required to declare your health status to the Custom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cooperate with the Customs to examine
health declaration information, carry out infrared temperature screening
and medical inspection and other quarantine measures.
6. You should cooperate with the Customs for quarantine measure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medical investigation, sampling and
testing in an orderly manner. If you have symptoms of the disease or
need to be transferred after investigation, you should cooperate with the
Customs to be transferred to relevant local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joint territorial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and be
cooperative in the follow-up information tracking.
7. If you do not need to transfer to other place in Jilin province, you will
be received by relevant departments and transferred to a designated place
for centralized quarantine or at your own residence for isol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for 14 days.
8. If you travel to Jilin province by rail from another province of China,
you should take instructions from the Jilin work team in that province
and take the designated train to your destination in Jilin province. Upon
arrival, you will be received by local staff and transferred to a designated
place for centralized quarantine or at your own residence for isol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for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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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What to Do in Centralized Quarantine

1. If you are an international traveler to Jilin without any symptoms, you
will be transported to designated places for a 14-day centralized
quarantine and the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quarantine time will be
borne by yourselves. On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nd after strict
evaluation could you be quarantined at your own residence.
2. Closed management will be adopted at the places for quarantine.
Please follow the quarantine regulations strictly. Do not leave your room
without authorization or receive any family members. Do not visit others
or gather at the quarantine places. Be cooperative in diagnosis and
treatment work including body temperature check.
3. Keep your living environment clean. It is recommended to ventilate the
room 2 to 3 times a day, each for more than 30 minutes. Keep warm
during ventilation for not catching cold.
4.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 Wash your hands and clothes more
frequently and drink more water. Wash your hands or use hand
disinfectants before and after eating, after toilet use, and after touching
potentially contaminated objects.
5.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flexed elbow or tissue when
you cough or sneeze. Don’t spit on the floor. Discard used masks, tissues
and other wastes properly.
6. Have a balanced diet and moderate exercises. If you get anxious, you
can seek assistance from your family members or professional
psychological personnel via video calls or telephone calls.
7. Inform the medical staff or person in charge of the quarantine place
immediately and cooperate with them in further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dures once you have the following symptoms: fever, dry cough,
expectoration, stuffy nose, runny nose, sore throat, headache, fatigue,
muscle soreness, joint soreness, shortness of breath, dyspnea, chest
tightness, conjunctival congestion, nausea, vomiting, diarrhea and
abdominal pai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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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egal Liability

●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1.Article 12: All units and individual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accept the preventive and control
measures taken by institutions of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nd medical institutions for investigation, testing, collection of
sampl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for isolated treatment of such
diseases, and they shall provide truthful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s. Institutions of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s and
medical institutions shall not divulge any information or materials
relating to personal privacy.
2.Article 16: Th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pathogen carriers and
suspected infectious victims shall, before they are cured or cleared
of suspicion, be barred from jobs which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or the health administration department under the State
Council prohibit them from doing because of the likelihood of
caus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3.Article 41: With respect to the places where there are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Class A or to the persons in the special
areas within such places, the local people's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or above where the above places are located may
carry out isolation measures.
4.Article 77: Where a unit or individual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us leading to the spread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or causing harm or property losses to another person,
it/he/she shall bear civi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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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Article 7: Persons and conveyances on entering the country
shall be subject to quarantine inspection at designated places at
the first frontier port of their arrival. Except for harbor pilots, no
person shall be allowed to embark on or disembark from any
means of transport and no articles such as baggage, goods or
postal parcels shall be loaded or unloaded without the health and
quarantine inspector's permission.
2.Article 12: A person having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shall be placed in isolation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 for a period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the medical
examination, while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shall be kept for inspection for a period
determined by the incubation period of such disease.
3.Article 16: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s shall be
authorized to require persons on entry or exit to complete a
health declaration form and produce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gainst certain infectious diseases, a health certificate or other
relevant documents.
4.Article 20: A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 may warn
or fin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y unit or individual
that has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Law by committ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1) evading quarantine inspection or
withholding the truth in reports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 (2) embarking on or disembarking from
conveyances upon entry, or loading or unloading articles such as
baggage, goods or postal parcels, without the permission of a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 and refusing to listen to the
office's advice against suc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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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rticle 22: If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s caused to
spread or is in great danger of being spread as a result of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criminal responsibility
shall be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Article 277 : Whoever by means of violence or threat,
obstructs a functionary of a State organ from carrying out
his/her functions according to law shall be sentenced to fixedterm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criminal
detention, or public surveillance or be fined.
2.Article 330: Whoever,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refusing to execute the preventive and control measures proposed
by the health and anti-epidemic agencies according to the Law
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us
causes the spread or a grave danger of the spread of an A Class
infectious disease shall be sentenced to fixed-term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criminal
detention; if the consequences are especially
serious, he/she shall be sentenced to fixedterm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seven years.
3.Article 332: Whoever,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n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causes the spread or a grave danger of the
spread of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shall be sentenced to fixed - term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criminal detention and shall also, or shall
only, be 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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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ip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Epidemic

1.Hand-washing
You need to wash your hands
promptly upon returning home, before
eating, after toilet use and after
covering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hands when coughing or
sneezing. Use running water and soap
or hand sanitizer to wash your hands.
Why: A variety of diseases could
be transmitted by hands. For example, digestive diseases
transmission would take place when hands with germs touch food.
Rubbing eyes would transmit red-eye disease, keratitis etc. Nosepicking would transmit respiratory diseases and so on.
● When do you need to wash your hands?
To avoid the hand-to-hand transmission of COVID-19, you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hand-washing. The frequency depends on
specific situations. Wash your hands promptly in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returning from outside; before putting on a mask and after
taking off the mask; after contact with tears, snot, sputum and saliva;
after covering cough and sneeze by hands; after nursing the patient;
before preparing food and eating; after toilet use; after contact with
public facilities (such as handrails, door handles, elevator buttons,
coins, delivery parcels, etc.); before hugging or feeding children; after
dealing with baby feces; after contact with animals or dealing with
animal droppings.

reduce bacteria and viruses on the hands. When you wash your hands,
use running water and soap or hand sanitizer and scrub your hands
for more than 20 seconds. Make sure that all parts of your hands
including palms, fingers, back of hands, between fingers, under
fingernails, wrists are washed. When running water is not available,
you can use alcohol-based hand sanitizer instead.
● Steps to wash your hands.
(1) Wet your hands with running water.
(2) Apply enough soap or hand sanitizer evenly covering all your
hand surfaces.
(3) Scrub your hands carefully for at least 20 seconds.
Step one: rub hands palm to palm with fingers together.
Step two: right palm over the back of left hand with fingers
interlaced and vice versa.
Step three: palm to palm with fingers interlaced to wash between
fingers
Step four: rotational rubbing, backwards and forwards with clasped
fingers of right hand in left palm and vice versa to wash the backs
of fingers.
Step five: rotational rubbing of left thumb and vice versa to wash
thumbs.

● How to wash your hands correctly?

Step six: rotational rubbing, backwards and forwards with all fingers
of right hand in left palm and vice versa to wash the ends of
fingernails.

Correct hand-washing is one of the most direct and effective ways to

Step seven: rotational rubbing left wrist with right hand and 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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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 to wash wrists.
(4) Rinse your hands with running water.
(5)Turn off the faucet only after it is rinsed with the water held by
your hands (if you use inductive faucet, skip this step).
(6) Dry your hands with clean towels, tissues, or a dryer.
●What to do when it is not convenient to wash your hands?
You could use alcohol-based quick-dry hand disinfectant instead.
An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you could also use chlorine or
hydrogen peroxide hand disinfectants.
Apply enough hand disinfectant to cover the surfaces of palms,
backs of hands, under fingers, wrists, etc. Then rub your two hands
against each other until the disinfectant gets evaporated.
2.Wearing a mask
● How to wear a surgical mask?
Put the darker side of the mask outward and the side with a nose
clip upward; pull the fold-up and cover your mouth, nose and chin;
adjust the nose clip to fit your nose thus reduce gapping.

● How to wear a protective respirator?
Take KN95 (N95) respirator as an example: the marked sid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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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ward, and the side with a metal clip is upward; tie the bands or
wrap the elastic bands around your ears to reduce gapping. If you
want to use it repeatedly, fold it after use and put it in an exclusive
plastic bag with desiccant in.
● How to deal with used masks?
(1) Masks wore by healthy people can be dispos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waste classification.
(2) Masks wore by home quarantine observers may contain virus.
They should be disinfected with chlorine-based disinfectants, before
encapsulated in plastic bags and put into the dustbin.
(3) Masks worn by suspected or confirmed cases should be regarded
as medical waste and be disposed strictly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cedures of medical waste.
3. Seeking for medical treatment
● If you have clinical symptoms such as fever, dry cough and
fatigue, does it mean you contract COVID-19?
Many respiratory diseases can cause symptoms such as fever, dry
cough, fatigue etc. Diagnose will be made based on comprehensive
information including the patient’s previous activities (whether the
patient has been exposed to suspected or confirmed cases), clinical
symptoms and laboratory test results. Therefore, do not panic when
you develop such symptoms, prepare self-protection and seek for
medical treatment early.
●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one need to seek medical
treatment?
Meeting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t the same time, one should
report to the medical and health organization in time, an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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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in relevant check and diagnosis procedures:
(1) Has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fever (armpit temperature over 37.3
℃), dry cough or digestive tract symptoms such as diarrhea.

Ⅵ.

Hotlines

● Emergency Contact of Jilin Foreign Affairs Office

(2) Within the past 14 days, traveled to or lived in a domestic
community where confirmed cases have been reported, or a high-risk
area/country; or had contact with confirmed cases (those who ar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or had contact with people with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from other domestic community where confirmed
cases have been reported, or a high-risk area/country. Or involves in a
clustering case (refers to the situation that within 14 days, 2 or more cases
have been reported to have fever and/or respiratory symptoms in a small
area, such as home, office, school class, workshop, etc.).

● Jilin Province Federation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4. Maintaining mental health

JIN Shu 13039001978

The epidemic may cause psychological stress such as anxiety and
nervousness. The public need to pay attention to their mental health,
to reduce the epidemic’s psychological interference and possible
harm, and promote social stability.
(1) Refer to the epidemic news and scientific protection tips from
authoritative media. Live a regular life. Moderate exercises, books
and music may also help.
(2) Don’t be over-stressed. Facing the epidemic, it is natural to have
emotions such as fear, tension and anxiety.
(3) Have proper mental adjustment. You can talk to others via
phone calls or video calls, encourage each other and divert attention
from the epidemic. Be positive to work and life. Ensure enough
time of having rest, be comfort and self-motivated. You can also
relax yourself by breath training, aerobics and meditation. Please
avoid being evasive, impulsive, bad temper, or relying too much on
others, blaming or complaining others. Reduce coffee intake,
especially do not try to relieve tension by taking tobacco or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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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Xiaoyu

13596479838 (English)

PENG Yao

15943095650 (Japanese)

LU Shuang

13500880151 (Korean)

HUANG Yuedi 15568230532 (Russian)

● Changchun Customs Administration
0431-12360
● Airport
0431-96665 (Changchun); 0433-2237058, 2234433 (Yanji)
● 24-hour hotline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in
Jilin province
0431-12320
● 24-hour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in Jilin province
0431-12320-6 (Jilin Province)
0434-5079510, 5079511, 5079512, 5079513 (Brain Hospital of
Jilin Province)
0431-82708315,
Hospital)

89685000,

89685333

(Changchun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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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Procedures for Overseas Arrivals
Passengers should have a health check-up before departure.

If in good health, you will be admitted to entry.

If you have fever, cough, fatigue and
other symptoms, it is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your
residential communities or authorities.
Wear protective gear during the whole journey
Cooperate with the staff to conduct relevant health
screening before boarding the plane.
After boarding, cooperate with cabin crew for temperature
taken and health declaration card.

Upon arrival at the port, cooperate with the local staff to
conduct medical inspection and other quarantine measures.

Port in Jilin

People with fever will be
transferred by an ambulance.
Medical
treatmen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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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ed
quarantine
by residential
government

Port out of Jilin

Passengers without certain
symptoms will be transferred by
their residential government.
People with special
circumstances can
be granted selfquarantine at home
after assessment.

People without
fever will be
transferred or
quaranti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port through
which they enter

People with fever will
get medical treatmen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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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油！

본디 한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는
오랜 세월 깊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 고, 살 아 있 는 공 통 의 영 혼 또 한
마음이 잘 통하는 우리를낳았습니
다. 당 신 이 어 디 에 있 든 우 리 는 언
제나 당신을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마
음 한 뜻으로 뭉쳐 이번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질환을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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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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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
스 중 베타(β)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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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외선과 열에 민감
하며 56℃에서 30분, 에틸에테르, 75%의 에

2. 탑승 및 도착 시의 주의사항............../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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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기존의 유행병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페렴의 잠복기간은 1~14일임으로대다수 3~7일이면
확진되고 그 주요 전염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무증상 감염환자도 전염원이 될 수 있으며 주로 환자의 호흡기

6. 서비스 문의전화......................../41

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상대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
간 고농도의 에어러졸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에어러졸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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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외의 다른 전파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환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감
기에 쉽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에 의한 페렴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퇴치법>에서 규정하는

B종 전염병의 하나로 정하고 A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는 1호 공고를 발표했다.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 및 전염병 관
리범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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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출 발전 준 비

1. 입국계획이 있는 자는 사전에 해외 출발지에 있는 의료기관
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일 발열, 기침,무기력 등 증
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입국계획을 취소하고 현지에서 치
료 받아야 한다.
2. 신체건강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는 이틀 전에 본인 혹은 가
족,친구,동료를 통해 입국자의 성명, 연락처, 소재국가, 왕복편
날짜, 교통수단 및 건강상황 등 관련 정보를 입국 후 목적지의
거주단지(향,진)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3. 입국자는 입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조회 등 방식으로 환승지와 목적지의 전염병 발생상황과
예방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아봐야 한다.
4. 입국자는 과도한 환승이나 오랜 시간의 대기를 피해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입국일정을 잡아야 한다.
5. 입국자는 세관에서 배포한 종이질의 <건강확인카드>를 사전
에 작성하거나 <건강확인카드> 상단에 있는QR코드를 스캔하여 전
자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다.
6. 입국자는 주동적으로 건
강교육을 받아 들이고 체온측
정, 의학적 순찰검사, 유행병
학 조사 등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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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포연 없는 전쟁이며
우리함께 공동으로 이겨냅시다!

탑승 및 도착 시의 주의사항

1. 탑승할 때에는 승무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마스크
를 착용하고 소통을 줄이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2. 승무원은 비행기에 오른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체온을 측정
한다. 입국자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승무원은 해당 입국자에 대해 일시적인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국자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사실대로 하나도빠트리지
않고 건강확인카드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4. 입국자는 입국항에 도착 후 인내심을 갖고 세관에서 진행하
는 체온검사 등 검역조치를 받고 요구사항에 따라 순서대로 비행
기에서 내린다.
5. 입국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 세관에 건강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세관이 진행하는 건강신고 정보확인과 적외선을 이용한 체온
정밀검사 및 의학적 순찰검사 등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6. 입국자는 반드시 세관을 협조하여 유행병학 조사와 일일이
진행하는 의학적 조사 및 샘플링 검사 등 검역조치를 순서대로
받아 들여야 하고 유증상자나 조사결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입국자들은 지방 유관부서로 이송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공동예방
통제시스템에 따라야 하고 후속의 상황을 추적하는데도 협조해야
한다.
7. 지린성 경내에서 이송할 필요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목
적지 관할 연관되는 기관에서 전용차를 파견하여 지정한 호텔에
투숙시켜 1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게 한다.
8. 지린성 이외의 타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해 지린성 경내에 들
어온 입국자는 지린성에 입주한 타성의 업무소조의 관련 지시사항
에 따라 지정된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 현지에 있
는 실무자에 의해 지정된장소로 옮겨 집중 격리를 하고 14일간의
의학적 관찰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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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출 발전 준 비

1. 입국계획이 있는 자는 사전에 해외 출발지에 있는 의료기관
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일 발열, 기침,무기력 등 증
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입국계획을 취소하고 현지에서 치
료 받아야 한다.
2. 신체건강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는 이틀 전에 본인 혹은 가
족,친구,동료를 통해 입국자의 성명, 연락처, 소재국가, 왕복편
날짜, 교통수단 및 건강상황 등 관련 정보를 입국 후 목적지의
거주단지(향,진)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3. 입국자는 입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조회 등 방식으로 환승지와 목적지의 전염병 발생상황과
예방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아봐야 한다.
4. 입국자는 과도한 환승이나 오랜 시간의 대기를 피해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입국일정을 잡아야 한다.
5. 입국자는 세관에서 배포한 종이질의 <건강확인카드>를 사전
에 작성하거나 <건강확인카드> 상단에 있는QR코드를 스캔하여 전
자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다.
6. 입국자는 주동적으로 건
강교육을 받아 들이고 체온측
정, 의학적 순찰검사, 유행병
학 조사 등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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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포연 없는 전쟁이며
우리함께 공동으로 이겨냅시다!

탑승 및 도착 시의 주의사항

1. 탑승할 때에는 승무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마스크
를 착용하고 소통을 줄이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2. 승무원은 비행기에 오른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체온을 측정
한다. 입국자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승무원은 해당 입국자에 대해 일시적인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국자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사실대로 하나도빠트리지
않고 건강확인카드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4. 입국자는 입국항에 도착 후 인내심을 갖고 세관에서 진행하
는 체온검사 등 검역조치를 받고 요구사항에 따라 순서대로 비행
기에서 내린다.
5. 입국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 세관에 건강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세관이 진행하는 건강신고 정보확인과 적외선을 이용한 체온
정밀검사 및 의학적 순찰검사 등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6. 입국자는 반드시 세관을 협조하여 유행병학 조사와 일일이
진행하는 의학적 조사 및 샘플링 검사 등 검역조치를 순서대로
받아 들여야 하고 유증상자나 조사결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입국자들은 지방 유관부서로 이송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공동예방
통제시스템에 따라야 하고 후속의 상황을 추적하는데도 협조해야
한다.
7. 지린성 경내에서 이송할 필요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목
적지 관할 연관되는 기관에서 전용차를 파견하여 지정한 호텔에
투숙시켜 1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게 한다.
8. 지린성 이외의 타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해 지린성 경내에 들
어온 입국자는 지린성에 입주한 타성의 업무소조의 관련 지시사항
에 따라 지정된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 현지에 있
는 실무자에 의해 지정된장소로 옮겨 집중 격리를 하고 14일간의
의학적 관찰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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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 격리 시의 주의사항

1. 해외에서 지린성으로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모두 집중 격리
장소로 이송되어 14일간의 관찰을 받는다. 집중 격리관찰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격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정한 판단을 거쳐 집에서 관찰을 받을 수 있다.
2. 격리관찰대상에 대해 폐쇄식 관리를 실시한다. 격리관찰대
상은 격리 유관 규정을 엄수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격리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족들이 탐방도 금지이며 격리관찰대상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거나 모여 있어도 금지이고 체온측정과 기타 진료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3. 청결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매일 2~3번 매번30분 이상 환
기하며 환기 할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을 권한다.
4. 개인위생을 지키고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시며 옷을
자주 바꾼다. 식사 전후와 화장실에서 나온뒤 그리고 오염될 가
능성이 있는 물품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를 사용해 소독한다.
5.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팔을 굽혀 입과 코를
막고 가래를 뱉지 말아야 한다. 폐기할 마스크와 사용한 휴지 등
물품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6. 합리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양호한 마
음가짐을 유지한다. 영상이나 전화를 통해 가족과 심리서비스 전
문기관의심리 상담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긴장하고 불안한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7. 발열, 마른 기침, 기침가래, 코막힘, 콧물, 인후통, 두통,
무기력, 몸살, 관절 시큰거림, 과다호흡, 호흡곤난, 흉민, 결막
충혈,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 의심스러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해당 격리지점의 의료진이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실무자들
의 추가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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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책임

● <중화인민공확국 전연병퇴치법>
1. 제12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단
체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의 전염병 관련
조사, 검사, 샘플 채집, 격리 치료 등 예방통제조치를 수락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
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스와 관련되는 정보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
료를 노출해서는 안된다.
2. 제16조의 규정: 전염병 질환의 확진자와 감염원 소지자 및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완치되기 전이나 전염병 질환의
혐의를 벗기 전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 A종 전염병 질환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
소내의 특정구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격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77조의 규정: 단체와 개인이 본 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어
기고 전염병을 확산 및 유행시켜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1. 제7조의 규정: 입국시 사용한 교통도구와 입국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도착한 국경 입국항에서 지정한 지점에 가서 검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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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 격리 시의 주의사항

1. 해외에서 지린성으로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모두 집중 격리
장소로 이송되어 14일간의 관찰을 받는다. 집중 격리관찰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격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정한 판단을 거쳐 집에서 관찰을 받을 수 있다.
2. 격리관찰대상에 대해 폐쇄식 관리를 실시한다. 격리관찰대
상은 격리 유관 규정을 엄수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격리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족들이 탐방도 금지이며 격리관찰대상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거나 모여 있어도 금지이고 체온측정과 기타 진료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3. 청결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매일 2~3번 매번30분 이상 환
기하며 환기 할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을 권한다.
4. 개인위생을 지키고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시며 옷을
자주 바꾼다. 식사 전후와 화장실에서 나온뒤 그리고 오염될 가
능성이 있는 물품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를 사용해 소독한다.
5.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팔을 굽혀 입과 코를
막고 가래를 뱉지 말아야 한다. 폐기할 마스크와 사용한 휴지 등
물품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6. 합리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양호한 마
음가짐을 유지한다. 영상이나 전화를 통해 가족과 심리서비스 전
문기관의심리 상담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긴장하고 불안한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7. 발열, 마른 기침, 기침가래, 코막힘, 콧물, 인후통, 두통,
무기력, 몸살, 관절 시큰거림, 과다호흡, 호흡곤난, 흉민, 결막
충혈,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 의심스러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해당 격리지점의 의료진이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실무자들
의 추가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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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중화인민공확국 전연병퇴치법>
1. 제12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단
체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의 전염병 관련
조사, 검사, 샘플 채집, 격리 치료 등 예방통제조치를 수락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
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스와 관련되는 정보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
료를 노출해서는 안된다.
2. 제16조의 규정: 전염병 질환의 확진자와 감염원 소지자 및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완치되기 전이나 전염병 질환의
혐의를 벗기 전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 A종 전염병 질환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
소내의 특정구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격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77조의 규정: 단체와 개인이 본 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어
기고 전염병을 확산 및 유행시켜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1. 제7조의 규정: 입국시 사용한 교통도구와 입국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도착한 국경 입국항에서 지정한 지점에 가서 검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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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한다. 도선사를 제외한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
지 못한 그 어떠한 입국자는 교통도구를 탑승 혹은 하차 할 수
없으며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리는 것도 허락
하지 않는다.
2. 제1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검역 전염병 감염자에

한 경우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 제277조의 규정: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국
가기관의 실무자가 법에 의거 수행하는 직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330조의 규정: 전염병 퇴치법의 규정을 어기고 위생방역

대해 바로 격리를 실시해야 하고 격리하는 동안 의학적 검사결

기관이 전염병 퇴치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통제조치를 거부해 A종

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검역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서는 잠복기간에 자유자재로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임으로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외출금지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간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입국 및 출국하는 자에
대해 건강확인카드를 작성하고 모 전염병의 예방법종증서와 건강

3년 이상 7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3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의 규정을 어겨 검역 전염병
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추과하거나 단독
벌금을 부과한다.

증명 혹은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4. 제20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어기고 하기에 열
거한 항목 중 하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은 해당 경위의 심각정도에 근거해 경고를 주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역을 피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을
향해 진실된 상황을 숨긴 자; 입국자가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교통도구를 오르내리거나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듣지 않은 경우.
5. 제22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검역 전
염병을 확산시키거나 검역 전염병을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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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한다. 도선사를 제외한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
지 못한 그 어떠한 입국자는 교통도구를 탑승 혹은 하차 할 수
없으며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리는 것도 허락
하지 않는다.
2. 제1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검역 전염병 감염자에

한 경우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 제277조의 규정: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국
가기관의 실무자가 법에 의거 수행하는 직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330조의 규정: 전염병 퇴치법의 규정을 어기고 위생방역

대해 바로 격리를 실시해야 하고 격리하는 동안 의학적 검사결

기관이 전염병 퇴치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통제조치를 거부해 A종

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검역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서는 잠복기간에 자유자재로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임으로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외출금지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간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입국 및 출국하는 자에
대해 건강확인카드를 작성하고 모 전염병의 예방법종증서와 건강

3년 이상 7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3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의 규정을 어겨 검역 전염병
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추과하거나 단독
벌금을 부과한다.

증명 혹은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4. 제20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어기고 하기에 열
거한 항목 중 하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은 해당 경위의 심각정도에 근거해 경고를 주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역을 피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을
향해 진실된 상황을 숨긴 자; 입국자가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교통도구를 오르내리거나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듣지 않은 경우.
5. 제22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검역 전
염병을 확산시키거나 검역 전염병을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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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 손을 잘 씻는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하되 매번 20초 이상 손바닥, 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눈, 손목 등 부위를 잘 문질러 깨끗하게 청결해야 하는 것을

1. 손씻기
손을 통해 여러가지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 이를테면 병원균에 의해 오염
된 손으로 음식물을 만지면 소화기계통
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고, 눈을 비
비면 핑크아이나 결막염 등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코를 후비면 호흡기
관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는 등.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거나 식사
전과 대소변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나 손세정제
를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 주세요.
● 손씻기 언제 필요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되는 동안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유의하여 손을 씻어야 하고, 손을 씻는 빈도는 구체적인 상
황에 근거해 정한다. 하기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벗은 후, 눈물이나 콧물이나 가래 및 타액을 접촉한 후, 기침이나 재
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뒤, 환자를 간호한 뒤, 음식물
을 준비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에서 나올 때, 공공시설이나 공공물
품(난간, 손잡이 엘리베이트 버튼, 화폐, 택배 등 물품)을 만진 뒤,
아이를 안거나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이기 전, 아기의 대소변을 치운
뒤, 동물과 접촉했거나 동물의 대소변을 처리한 뒤.
● 어떻게 하면 손을 잘 씻을 수 있는가?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

말한다. 손 씻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을 함
유한 일회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 손 씻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흐르는 물에 양손을 적신다.
(2) 적당한 양의 비누나 손세정제를 취해 양손에 골고루 바른다.
(3) 적어도 20초 이상 열심히 양손을 문질러야 한다.
첫째, 손바닥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모은채 서로 비
빈다.
둘째, 손등 씻기. 손바닥을 손등에 대고 손가락을 겹친채 손가락
사이를 오가면서 문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셋째, 손가락 사이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교차한 다
음 서로 비빈다.
넷째, 손가락 등 씻기. 주먹을 쥔 손을 다른 한 손의 손바닥에
넣고 돌리면서 문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다섯째, 엄지손가

락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돌리면서 문
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여섯째, 손가락 끝 씻기.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한데 모인 다음
다른 한 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비빈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일곱번째, 손목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돌리면서 비빈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4) 흐르는 물에 양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5) 양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쥐어 수도꼭지 위에 뿌린 다음 물을
닫는다. (만일 감응식 수도꼭지라면 이 부분을 생략함)

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손을 잘 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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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 손을 잘 씻는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하되 매번 20초 이상 손바닥, 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눈, 손목 등 부위를 잘 문질러 깨끗하게 청결해야 하는 것을

1. 손씻기
손을 통해 여러가지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 이를테면 병원균에 의해 오염
된 손으로 음식물을 만지면 소화기계통
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고, 눈을 비
비면 핑크아이나 결막염 등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코를 후비면 호흡기
관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는 등.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거나 식사
전과 대소변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나 손세정제
를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 주세요.
● 손씻기 언제 필요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되는 동안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유의하여 손을 씻어야 하고, 손을 씻는 빈도는 구체적인 상
황에 근거해 정한다. 하기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벗은 후, 눈물이나 콧물이나 가래 및 타액을 접촉한 후, 기침이나 재
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뒤, 환자를 간호한 뒤, 음식물
을 준비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에서 나올 때, 공공시설이나 공공물
품(난간, 손잡이 엘리베이트 버튼, 화폐, 택배 등 물품)을 만진 뒤,
아이를 안거나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이기 전, 아기의 대소변을 치운
뒤, 동물과 접촉했거나 동물의 대소변을 처리한 뒤.
● 어떻게 하면 손을 잘 씻을 수 있는가?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

말한다. 손 씻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을 함
유한 일회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 손 씻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흐르는 물에 양손을 적신다.
(2) 적당한 양의 비누나 손세정제를 취해 양손에 골고루 바른다.
(3) 적어도 20초 이상 열심히 양손을 문질러야 한다.
첫째, 손바닥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모은채 서로 비
빈다.
둘째, 손등 씻기. 손바닥을 손등에 대고 손가락을 겹친채 손가락
사이를 오가면서 문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셋째, 손가락 사이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교차한 다
음 서로 비빈다.
넷째, 손가락 등 씻기. 주먹을 쥔 손을 다른 한 손의 손바닥에
넣고 돌리면서 문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다섯째, 엄지손가

락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돌리면서 문
지른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여섯째, 손가락 끝 씻기.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한데 모인 다음
다른 한 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비빈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일곱번째, 손목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돌리면서 비빈다. 양손을 바꿔 씻는다.
(4) 흐르는 물에 양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5) 양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쥐어 수도꼭지 위에 뿌린 다음 물을
닫는다. (만일 감응식 수도꼭지라면 이 부분을 생략함)

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손을 잘 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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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양손을 닦거나 드라이기로 말려도
된다.

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2)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의학적 관찰대상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 외출시 손씻기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원균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차아염소산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속건 손소독제를

생성하는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 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해서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특수한 조건에서 염소나 과산화
수소를 함유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시 양을 넉넉하
게 덜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 등 부위를 충분히 적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3)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의료폐기물 관련 처리절차를 준해야 한다.

고 소독액이 거의 증발될 때 까지 양손을 충분한 동안 마찰해야 한

3. 치료 및 진찰

다.

● 만일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신종

2. 마스크 착용
● 의약외품 마스크의 착용방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임상에서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색상이 짙은 면을 바깥으로 하

환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는지는 발병 전의

고 금속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한다. 겹쳐진 부분을 아래위로 잡아

활동상황, 의심환자나 확진자 접촉여부, 임상증상과 실험실 검사결

당겨 입과 코 및 아래턱을 감싼다. 측면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

과 등 정보에 근거해 의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 위해 금속면을 눌러 콧등에 달라붙게 한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으로 의심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을 잘 보호하는 동시 의사를 찾아가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야 한다.
● 어떤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야 하는가?
하기에 열거한 항목 중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적

● 방호용 마스크의 착용방법

시에 의료위생기관에 알리고 관련 조사와 진단 및 치료에 잘 협조

KN95(N95) 마스크를 예로 들면 표식이 있는 면을 바깥으로 하고

해야 한다.

금속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한다. 마스크가 얼굴면에 닿도록 마스
크를 고정하는 끈을 잘 조이거나 마스크에 있는 고무밴드를 귀에
감는다. 여러번 사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은 다음 반으로 접어 전용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건조제를 넣어 건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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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겨드랑이체온≥37.3℃), 마른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발병전 14일내에 소재했던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지역등 여행을 다녀왔거나 거

● 사용완료한 마스크의 처리방법

주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14일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1) 건강한 사람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사

자(핵산증폭검사결과 양성인 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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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양손을 닦거나 드라이기로 말려도
된다.

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2)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의학적 관찰대상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 외출시 손씻기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원균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차아염소산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속건 손소독제를

생성하는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 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해서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특수한 조건에서 염소나 과산화
수소를 함유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시 양을 넉넉하
게 덜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 등 부위를 충분히 적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3)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의료폐기물 관련 처리절차를 준해야 한다.

고 소독액이 거의 증발될 때 까지 양손을 충분한 동안 마찰해야 한

3. 치료 및 진찰

다.

● 만일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신종

2. 마스크 착용
● 의약외품 마스크의 착용방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임상에서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색상이 짙은 면을 바깥으로 하

환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는지는 발병 전의

고 금속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한다. 겹쳐진 부분을 아래위로 잡아

활동상황, 의심환자나 확진자 접촉여부, 임상증상과 실험실 검사결

당겨 입과 코 및 아래턱을 감싼다. 측면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

과 등 정보에 근거해 의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 위해 금속면을 눌러 콧등에 달라붙게 한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으로 의심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을 잘 보호하는 동시 의사를 찾아가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야 한다.
● 어떤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야 하는가?
하기에 열거한 항목 중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적

● 방호용 마스크의 착용방법

시에 의료위생기관에 알리고 관련 조사와 진단 및 치료에 잘 협조

KN95(N95) 마스크를 예로 들면 표식이 있는 면을 바깥으로 하고

해야 한다.

금속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한다. 마스크가 얼굴면에 닿도록 마스
크를 고정하는 끈을 잘 조이거나 마스크에 있는 고무밴드를 귀에
감는다. 여러번 사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은 다음 반으로 접어 전용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건조제를 넣어 건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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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겨드랑이체온≥37.3℃), 마른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발병전 14일내에 소재했던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지역등 여행을 다녀왔거나 거

● 사용완료한 마스크의 처리방법

주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14일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1) 건강한 사람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사

자(핵산증폭검사결과 양성인 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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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내에 확진자가 발생된 경내의 기타 거주단지에 다녀간 적이 있

6、

서비스 문의전화

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나 지역에서 발열이나 호
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단체적인 발병
(14일내에 가정, 사무실, 학교 클래스, 생산작업 현장 등 작은 범

● 지린성 외사판공실 응급 연락인 및 전화번호:

위안에 같이 있던 사람 중 2명 및 2명 이상이 발열 혹은 호흡기

영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가리킴)
4. 정신건강 유지

어(English)

손효우(SUN Xiaoyu)

13596479838

일본어(Japanese)

팽 요(PENG Yao)

15943095650

한국어(Korean)

노 상(LU Shuang)

13500880151

전염병의 발발은 대중들의 조바심과 긴장감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방해와 가능한 심리적 상해를 줄이

러시아어(Russian) 황악적(HUANG Yuedi) 15568230532

고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유의하여 보호해야 한

● 지린성 화교연합회:

다.

김주(JIN Shu) 13039001978

(1) 권위있는 매체를 통해 전연병의 발생상황과 관련된 과학적인
보호지직을 알아보고 적당하게 운동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2) 질환이 유행되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긴장감 또는 조바심이
나는 등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긍정적인 심리조정: 전화,영상 등 방식으로 타인과 많이 소
통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며 주의력을 전환시킨다. 긍정적인

● 창춘 세관:
0431-12360
● 공항:
창춘: 0431-96665, 연변: 0433-2237058/2234433
● 지린성 24시간 질병예방통제 문의전화:
0431-12320

마인드로 일하고 생활하며 휴식을 잘 취하고 여유를 갖고 스스로

● 지린성 24시간 심리서비스 문의전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호흡이완훈련을 하거나 유산소운동, 좌선,

0431-12320-6(지린성 문의전화)

명상 등 방식으로 컨디션을 조정할 수 있다. 부인하거나 위축되거

0434-5079510/5079511/5079512/5079513(지린성뇌과병원)

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만이 있거
나 엉뚱한 곳에 화를 내거나 충동하는 등 좋지 않은 대처방식을 취

0431-82708315/89685000/89685333(창춘시제6병원)

하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담배나 술을 통해
불안한 정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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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내에 확진자가 발생된 경내의 기타 거주단지에 다녀간 적이 있

6、

서비스 문의전화

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나 지역에서 발열이나 호
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단체적인 발병
(14일내에 가정, 사무실, 학교 클래스, 생산작업 현장 등 작은 범

● 지린성 외사판공실 응급 연락인 및 전화번호:

위안에 같이 있던 사람 중 2명 및 2명 이상이 발열 혹은 호흡기

영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가리킴)
4. 정신건강 유지

어(English)

손효우(SUN Xiaoyu)

13596479838

일본어(Japanese)

팽 요(PENG Yao)

15943095650

한국어(Korean)

노 상(LU Shuang)

13500880151

전염병의 발발은 대중들의 조바심과 긴장감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방해와 가능한 심리적 상해를 줄이

러시아어(Russian) 황악적(HUANG Yuedi) 15568230532

고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유의하여 보호해야 한

● 지린성 화교연합회:

다.

김주(JIN Shu) 13039001978

(1) 권위있는 매체를 통해 전연병의 발생상황과 관련된 과학적인
보호지직을 알아보고 적당하게 운동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2) 질환이 유행되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긴장감 또는 조바심이
나는 등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긍정적인 심리조정: 전화,영상 등 방식으로 타인과 많이 소
통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며 주의력을 전환시킨다. 긍정적인

● 창춘 세관:
0431-12360
● 공항:
창춘: 0431-96665, 연변: 0433-2237058/2234433
● 지린성 24시간 질병예방통제 문의전화:
0431-12320

마인드로 일하고 생활하며 휴식을 잘 취하고 여유를 갖고 스스로

● 지린성 24시간 심리서비스 문의전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호흡이완훈련을 하거나 유산소운동, 좌선,

0431-12320-6(지린성 문의전화)

명상 등 방식으로 컨디션을 조정할 수 있다. 부인하거나 위축되거

0434-5079510/5079511/5079512/5079513(지린성뇌과병원)

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만이 있거
나 엉뚱한 곳에 화를 내거나 충동하는 등 좋지 않은 대처방식을 취

0431-82708315/89685000/89685333(창춘시제6병원)

하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담배나 술을 통해
불안한 정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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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입국자 전염병 예방수칙

입국절차
입 국전 에 주 동적 으로 건 강 검진 을 한 다.

건강 상태 가 양 호하 면 입 국을 허 락 한다.

발열, 기 침, 무 기 력 등 증 상 이
있 으면 입 국 을 금 지한 다.

목적 지 관 련부서 를 향 해 개 인 정 보를 등 록 한다.
이 동하 는 전 체 과 정에 개 인 보호 를 잘 한 다.
탑승 전에 현 장 실 무 자를 협 조 하여 관 련 건 강 검사 를 일 일이 받 는 다.

탑승 후 승 무원 을 협 조하 여 체 온측 정과 건 강 등록 을 한 다.

입 국후 입 국 항 부 서를 협 조 하여 방 역 검사 를 받 는다.

지 린성 내 입

발열이 있는 자는 120으로
이송한다.
해당 지 역
에서 격 리
치료 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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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에
서 책 임지 고
집중 격리를
실 시한 다.

지 린성 외 의 입 국 항

무증상자는 관할지역에서 일괄 이동한다.
집중격리에 부적
절한 자는 평가
를 거쳐 관할지
역에서 책임지고
자각격리를 실시

발열증상이 없는
자는 해당 입국
항에서 배치한
전용차량으로 일
괄 이송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격리 한다.

발열증상이 있
는 자는 현지에
서 격리치료를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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