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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완   치

치료중

사   망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20.10.12 ~ 현재)

공통사항 : 시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소독 등 필수 방역 수칙 준수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제한 : 고위험시설(주점 등) 및 다중이용시설(일반 음식점 등)

                 필수 방역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の現況

感染者

完   治

治療中

死   亡

 １段階維持

 １段階の防疫守則

共通事項 : 施設内にてマスクの着用、利用者の名簿作成、
                     利用者同士の距離を保つ、　　
　　　　   周期的に消毒実施等、必須の防疫守則を順守する

集合禁止 : 訪問販売等直接販売の広報舘

集合制限 : 高危険施設（飲み屋等）及び大衆利用施設（食堂等）
                      必須防疫守則の順守

20.10.13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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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전용 운송수단 

진단검사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지정차량 이동 

귀가

부산은 공항, 철도, 항만를 갖춘

지역 특성으로 해외유입환자
감염병 확산이 높은 고위험 지역임 유입 경로별(공항, 철도, 항만)

감염 예방 대책 마련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시민방역추진단 신설

해외 입국자 방역 체계 

김해공항
부산항(감천항)

부산역

空港　

専用の移動手段 

診断検査

自己隔離
(臨時の隔離生活に向けた滞在施設) 

指定車両で移動 

自宅

COVID-19 防疫対応体系

釜山は 空港、鉄道、港湾を有して
いるという地域の特性 により、
海外流入感染者を介した拡散率
の高い高危険地域

流入経路別（空港、鉄道、港湾）に
感染予防の対策を講じる

感染病対応に向けた専門組織
市民防疫推進団を新設

海外入国者に対する防疫の体系 

金海空港
釜山港(甘川港)

釜山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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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부산역

해외입국자 선별 진료소 운영KTX 전용칸 운영

인천공항 해외 입국자 대상

전용칸 운행

일반승객 접촉 최소화

집중 소독, 역사 입 · 출구

동선분리 등 철저한 방역

해외입국자 부산 도착 즉시

부산역 선별진료소로 이동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설치

검사실적 : 19,103명(양성 27)

                (`20.9.30 기준)

仁川空港

釜山駅

空港·鉄道 ㅣ入国から自宅までの防疫管理

海外入国者の選別診療所の運営KTX専用車両の運営

仁川空港の海外入国者向け
専用車両の運行

一般乗客の接触を最小化

集中消毒、駅舎の出入り口の
動線の分離等、徹底した防疫

海外入国者は釜山到着後直ちに
釜山駅の選別診療所へ移動

釜山駅のユーラシアプラットホームに設置

検査実積：19、103人（陽性27）
                      (`20.9.30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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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인근 임시격리 생활시설 2개소 운영(부산역 인근 호텔 2개소)

자가격리자 무상임대폰 배부 

국내 최초 자가격리 현장 점검반 운영

지정차량으로 귀가 지원

자가격리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운휴 차량 활용, 비상수송 전담

입국자 부산역 도착 후 자가격리 장소까지 안전 수송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위생수칙 준수로 2차 감염자 0명

실적: 22,448명 중 두리발 13,012명 수송(`20.9.30 기준)

부산역 비상수송지원반 운영

釜山駅周辺の臨時隔離の生活施設２ヵ所運営（釜山駅周辺ホテル２ヵ所）

自己隔離者へ無償の賃貸携帯電話配布
国内初となる自己隔離現場での点検班を運営
指定車両で自宅への移動を支援

自己隔離

特別交通手段「トゥリバル」（介護用車両）運休車両を活用し非常移動支援　

入国者の釜山駅到着後、自己隔離場所までの移動を支援

徹底した防疫、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衛生規則の順守により二次感染者０

実積：22、448人のうち、「トゥリバル」13、012人移動支援(`20.9.30 基準)

釜山駅の非常移動支援班の運営

空港·鉄道 ㅣ入国から自宅までの防疫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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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도입

(QR코드)

선박 출항 전 검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하선 선원 

전수 검사

14일간

자가격리

러시아 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선박 검역 강화

(전자검역 ▶ 승선검역)

사전 전수 검사로

신속한 역학조사

自己隔離

 ▶ 

感染源遮水際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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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도보 이동형(Walk-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ISO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20.9월)

- 팬데믹 시기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국제 표준 제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

※ 행정안전부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20.5월)

국내46대 보급, 일본·러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400대 이상 수출

(9월말, 고려기연)

채취에 긴 시간 소요 : 1시간~40분

10명/일 이내 검사

감염위험 높음, 이동성 낮음

방호복 착용

고비용(약 24백만원)

市 공중보건의, 이동형 COVID-19 검사장비 개발

단시간 채취가능 : 15분

100명/일 이상 검사

감염위험 낮음, 이동성 높음

방호복 미착용, 일회용 장갑 착용

저비용 : 음압텐트 제작 비용의

1/3 수준(약 8.8백만원) 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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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12.3으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음

기존 공공운송수단을 비상수송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 효과(타시도 대비 4억여 원 예산 절감)

생활 방역, 재해 예방, 청년지원사업 등

9개 분야 2만 2천 명 공공일자리 창출

해외입국부터 최대 잠복기까지 철저한 격리로

해외 감염자 접촉 최소화

지역사회
2차 감염
방지

경제성
제고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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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経済対策本部の運営、防疫ー経済 TWO TRACK 先制対応

防疫の段階別経済対応戦略を転換、適宜対応

市における危機の管理対応体系を確立

経済対応体系

経済危機管理対策会議

危機管理対応方案策定、
ピンポイント型支援推進

経済正常化及び活力
回復等 ポストコロナ
対応戦略推進

経済活性化戦略会議非常経済対策会議

コロナ初期～拡散期
(2~4月)

小康期
(5~8月)

再拡散期
(9月~)

直接被害の商業者
自営業者 中小企業
中心支援

비상경제대책본부 운영, 방역-경제 투 트랙 선제 대응

방역 단계별 경제대응 전략 전환, 적기 대응

시 위기 관리 대응체계확립 

경제위기관리 대책회의

위기관리 대응방안 마련,

핀셋형 지원 추진

경제 정상화 및 활력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추진 

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비상경제대책회의

코로나 초기~확산기
(2~4월)

소강기
(5~8월)

재확산기
(9월~)

직접 피해 대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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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野別支援事例

地域の経済被害を最小化
政策金融拡大

第1段階（7,000億ウォン）：自営業者、企業等民生経済の安定
第２段階（1,500億ウォン）：企業流動性支援、産業基盤の保護

自営業者支援

緊急の民生支援金支給：2,000億ウォン（事業者当り100万ウォン）
自営業者「3大負担」軽減→賃貸料、資金、収入減少等支援

中小企業支援

販路拡大支援（オン·オフライン）：合同購買商談会
非対面輸出支援

観光マイス支援

危機克服支援金支給：150余社3億ウォン（事業者当り200万ウォン以内）
防疫物品及び関連費用支援等

雇用支援

希望の働き場＆地域雇用対応特別支援
雇用維持緊急支援（法人タクシー、芸術関係者）
若者雇用の緊急支援

1단계(7,000억) : 소상공인, 기업 등 민생경제 안정

2단계(1,500억) : 기업 유동성 지원, 산업기반 보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2,000억원(업체당 100만원)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 임대료, 자금, 수입감소 등 지원

판로확대 지원(온·오프라인) : 합동구매상담회

비대면 수출 지원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 : 150여개사 3억(업체당 200만원 이내)

방역물품 및 부대비용 지원 등

희망일자리 ＆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일자리유지 긴급지원(법인택시, 예술인)

청년 일자리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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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활성화 3대 산업 육성

제조업
경영안정 지원

비대면

디지털

헬스·방역

 +
부산형 뉴딜

ポストコロナにおける非常経済戦略

内需景気
活性化 ３大産業育成

製造業

消費低迷
克服

経営安定支援
生産·雇用
低迷克服

ポストコロナ
対応

非対面

デジタル

ヘルス·防疫

段階 段階

段階

 +
釜山型ニューディール

消費·生産·雇用
景気低迷克服と３大 未来への対応

10



COVID-19地域感染を遮断するとともに
非常経済体制で対応して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