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8 월 13 일 

아사히카와 공항 내 면세점에서 액체 물 변조방지 봉투 (STEBs) 도입 안내 

 

아사히카와 공항에서는 본 공항을 출발하여 해외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고객님의 편리성을 고려해 아사히카와 공항의 

국제선 대합실 내의 면세점에서 100ml 를 초과하는 술 · 화장품 등의 액체물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액체 물 판매의 

취급을 변경하고 STEBs (액체 물 변조 방지 봉투) (* 1)를 도입합니다. 

 

● 취급 수정 일 : 2019 년 8 월 14 일 ( 수요일)부터  

● 점포 대상 : 아사히카와 공항 직영 면세점 "ASAHIKAWA AIRPORT DUTY FREE" 

※국제선 출발 대합실 내 (출국 수속 끝마치신 후) 자세한 내용은「STEBｓ취급하는 면세점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에 적합하신 분 : 아사히카와 공항을 출발하여 해외 공항에서 환승 예정이 있으신 분 

● 대상 물품 : 기내 반입 수하물 

              ※ 체크인시에 맡기신 가방 등의 수하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 

아사히카와 공항을 출발하여 해외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해외의 환승 공항에서 액체물에 대한 양적 제한 

규제 (* 1)가 있으므로 공항 내 면세점에서 100ml 를 초과하는 술 · 화장품 등의 액체 물 판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아사히카와 공항을 출발하여 해외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고객님께서도  

구입하신 액체 물을 STEBs 에 봉입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아사히카와공항 직영 면세 점 「ASAHIKAWA AIRPORT DUTY FREE」 에서 만 취급 하고 있습니다. 

※ 환승이 없으신 고객님께서는 기존대로 출국 수속 마치신 후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 STEBs 의 통과를 승인하지 않은 나라는 환승 검사장을 통과하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환승 공항에서 STEBs 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구입하십시오. 

· STEBs 승인 국가에도 현지 보안 검사관의 판단하에 환승 검사장을 통과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항 외 나 공항에서 보안 검사 전에 구입하신 액체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양적 제한의 대상이 되므로 항공사에 위탁 수하물로 

위탁하 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이용 항공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 STEBs (Security Tamper Evident Bags) : 

액체 물에 대해 불법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규칙 화 된 특별한 봉투이며 STEBs 를 환승 검사 전에 개봉하시면 

STEBs 에 개봉 한 흔적이 남아 액체 물질의 안전성을 담보하 실 수 없기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액체 물도 환승 

공항의 보안 검사장을 통과하 실 수 없습니다. 

 

* 2 양적 제한 규제 : 

100ml 이상의 액체물을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규칙. 

100ml 이상의 액체물을 소지하신 채 일본 출발시의 보안 검사장을 통과하시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100ml 이상의 액체 물을 소지하신 채 환승 공항의 보안 검사장은 통과하 실 수 없습니다 . 

(단, 100ml 이하의 액체 물은 100ml 이하의 각각의 용기에 넣으시고 또한 1ℓ 이하의 무색 투명한 지퍼 비닐 봉투에 넣으셔야 

할 것이며 1 분에 1 봉지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국제선의 항공기내에 액체 물 반입 제한에 대하여 

 

STEBｓ에 관한 문의 메일주소: akj-dfs@hokkaido-airports.co.jp 

 

 

 

http://www.mlit.go.jp/koku/15_bf_000006.html
http://www.mlit.go.jp/koku/15_bf_000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