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성구 취안청역참 집중 의학관찰점 입주 안해

사랑하는 승객 여러분:

성위원회, 시위원회 통합 감염방지 및 경제운영 영도소조(지휘

부)의 요구에 따라, 국가, 성, 시 관련 문서에 따라 감염방지 업

무 관련 정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제남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반드시 집중 격리의학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격

리 기간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됩니다.) 집중의학관찰점

에 관한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적극 협조 부탁드

립니다.

1.관찰기간 내에1인 1실 격리를 해야 하며, 기간 중 무단 이탈

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격리자는 근무자 접촉 시 반드시 마

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격리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등 불량행위

를 금지합니다.

2.격리기간 방마다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이름: 각 방 번호입니다.

비밀번호: 12345678

3.격리기간 하루 세끼는 전담 근무자가 배달을 맡아 방 문밖의

걸상에 놓고 배달 후 근무자가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엇갈려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식사 배달 시간:오전 7:30:8:00, 점심 11:30-12:00, 오후



5:30-6:00

격리자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정부위건위가 일괄적으로 조사·검

사 후 지정하며, 격리 기간은 격리자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주문

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접, 건넌방

인원은 시간 엇갈려서 식사를 챙기시고 반드시 N95/KN95마스

크를 쓰고 나오세요, 서로 머무르고 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습니다.

4.방에 있는 모든 쓰레기은 노란색 의료용 비닐봉투(2 겹)에 넣

고 매일 밤 18:00-18:30 분에 문 밖에 꼭꼭 매어 놓으세요.

(다른 시간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매일 저녁 8시 호텔 직

원이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합니다.의료용 비닐봉투가 다 떨어

지면 즉시 의료진직원에게 보충하라고 알려주십시오.격리 해제

시 모든 폐기물을 노란색 쓰레기봉투에 통합하여 봉인하여 방

입구에 두십시오.

5.격리 기간에는 반드시 실내위생을 깨끗이 하고, 정시환기(하

루 2번, 30분/씩)를 하세요, 매일 오전과 오후 각 1회 체온을 측

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일 오후에 간호사들은 수시로 체온

을 재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체온이 37.3 도 이상이면 즉시 간호사님에게 전화보고하고,( 대면

하여 간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6.방 안에는 84 소독제(의류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소독제는 위험물이며, 추가가 필요하시면 프런트 데스크로

미리 알려주시면 제공드릴게요),75%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소독

제, 알코올 물티슈,알코올 스크럽 젤이 제공 되었습니다.손, 물체

표면을 소독할 때 사용하시고 작용 시간은 30 분입니다.격리자는

매일 오전과 오후 에 방 안을 각 1번씩 소독해야 하시고 적당량

사용하십시오.

7.격리구역 내에서는 택배 물품을 접수하지 않지만 긴급한 물품

(국내유심카드, 필수 의류 등)은 미리 알려 격리자의 동의를 받

은 후 소포를 열어 검사 승인을 받은 후 전담자가 격리구역으로

전송합니다.식품류, 전기류, 칼불 종류, 배달류는 일체 격리 구역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긴급물품 택배 주소:

山东省济南市历城区王舍人街道百彩路泉城驿站东门ㅇㅇ

실 ㅇㅇㅇ(이름)

8.모든 격리자는 반드시 격리점의 관리에 협조하고, 격리점 규

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만약 위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공안인

원은 이를 권고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을 물을 것입니다.

(1)꼭 1 인 1 실 격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허락 없이 방문을 열지

마세요. 방 나들이를 금지하며,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관리자에 따르지 않는 사람 경찰이 훈계하고 동영상

으로 채증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2)방에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방에서 흡연, 음주를 해서

는 안됩니다.

(3)방 안의 각종 생활시설을 파괴하지 말고, 고장 나는 경우는

전화, 위챗으로 직원분에게 연락하여 처리합니다.

9.방역작업요구에 따라 직원분들이 84 소독액, 과산화수소, 알코

올 등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오전, 오후 각 1번씩 격리구역의

복도, 환경에 대한 소독작업을 벌일겁니다.

10.리성구 집중격리지점 방역사무실 전화번호：0531-81789016

프런트 전화번호:0531-87939391（8957、8965）또는 입구에 전

광판이 있어 콜센터를 클릭하고 콜센터 1을 클릭하세요.(방 시

설· 숙식· 요금 및 영수증의 문제 해결)

문제가 있는 경우(어떤 음식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특별한 요구

가 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세요.중국어 못 할 시분 통역과 연락

하세요!

격리지점 통합조정팀 사무실 전화: 0531-87939506(핵산·의료·격

리 관련 정책 해석의 문제 해결)

합리적인 요구의 해결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11.여러분께서는' 历城疾控微健康 '위챗 공식 계정을 구독하신

후 핵산결과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12.숙박비는260위안/하루, 식비는 80/100/120/150위안/하루 4종



세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고: 식비는 세트메뉴에 준하여 수

취합니다. 프런트로 전화하시고 문의하세요.아침 점심 저녁은 각

각 아침 20/20/20/30 위안, 점심 30/40/50/60 위안, 저녁

30/40/50/60 위/안입니다.격리식수와 생활용품은 격리지점에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제공합니다.보충 필요하시면, 개인의 필요

에 따라 프런트로 전화하시고 근무 시간에 맞춰 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숙박 등의 비용은 실무자가 일괄적으로 집중 수취(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여기에는 위챗,알리페이, 현금,

POS 기, 회사가체 등의 결제 방식이 지원됩니다.

*이번 격리기간 동안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물자의 낭비를 근절하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