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에 관한 주의 환기에 관해(5월 14일(금) 

9:00) 
 

하치죠지마공항은 법무성, 후생노동성 등 관계 기관 및 공항 내 사업자와 

연계하여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치죠지마공항에 오시는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해·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제한 등에 관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국 

당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등 최신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입국 제한 등의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검역 대책 강화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당분간 일본 입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일시 중지 

2. 모든 국가 / 지역에서의 신규 입국 일시 중지 

3. 모든 국가 / 지역에서의 단기 출장에서 귀국 / 재입국시의 특례 

조치 일시 중지 

 

또한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다음 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1. 검사 증명서의 제시 

2. 서약서 제출 

3. 스마트 폰을 휴대하고, 필요한 어플을 등록 및 이용 하는것* 

4. 설문지 제출 

*주의 

 검역 수속 시 필요한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분은 입국 전 공항에서 스마트폰을 대여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렌탈 비용은 입국하는 분의 본인 부담입니다. 신용 카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어플은 아래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 입국 전에 다운로드 및 설치까지 완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여러분에게(필요한 어플의 설치에 대해)" 

(후생노동성 HP)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50.html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의 요청】 

① 발열 등 증상이 있으신 분은 항공편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손 씻기 등 손 소독과 기침 에티켓은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항이나 항공기 내, 공공 교통기관 이용 

시에 따른 대처에 동참하여, 마스크 착용과 대화를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통근 시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이용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귀국·입국하는 여러분에게】 

일본 도착 전 14일 이내에 아래 국가/지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12월 

28일(월) 00:00)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앤티가바부다, 안도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라크,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영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오만, 네덜란드,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가나, 

카보베르데, 가봉, 카메룬, 감비아, 북마케도니아, 기니, 기니비사우, 키프로스, 

쿠바, 그리스, 키르기스스탄, 과테말라, 쿠웨이트, 그레나다, 크로아티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소보, 코모로,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잠비아, 산마리노, 시에라리온, 

지부티, 자메이카, 조지아, 짐바브웨, 스위스, 스웨덴, 수단, 스페인, 수리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적도기니, 세네갈, 세르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체코, 중앙아프리카, 튀니지, 

칠레, 덴마크, 독일,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니카라과, 네팔, 노르웨이, 아이티, 파키스탄, 바티칸, 

파나마, 바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바레인, 바베이도스, 헝가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부탄, 미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벨리즈, 벨기에, 페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폴란드, 볼리비아, 포르투갈, 온두라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미얀마,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바, 모로코, 몬테네그로, 요르단,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루마니아, 레소토, 레바논, 

러시아 

 

【일본에 귀국·입국하는 여러분에게】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분도 포함하여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자택 등)에서 입국일을 0 일째로 하여 14 일째까지 대기하고, 공항 

등으로부터의 이동도 포함해 대중교통기관(항공기, 버스, 전철, 택시 

등)을 사용하지 말 것 



     

 따라서 입국 전에 본인이 입국 후 대기하는 숙박 시설, 

공항에서 그 체류지까지 이동하는 수단(대중교통기관 이외)을 확보할 

것 

 입국 후에 대기하는 체류지와 공항에서 그 체류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 입국 시 검역소에 등록할 것 

 또한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은 비상시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 

· 안심 확보를 위해 365 일, 24 시간, 다 언어에 대응하는 콜센터 

'Japan Visitor Hotline'을 개설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50-3816-2787（해외에서의문의의 경우: +81-50-3816-2787） 

 【시간】 24 시간 365 일 

 【안내】 가능한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Japan Visitor Hotline」 

https://jsto.or.jp/news/info-1903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하여' 

(후생노동성검역소 HP) 
https://www.forth.go.jp/news/20200129.html 

 출입국 관리 대책의 발본적인 강화에 관한 Q&A (후생노동성 

사이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_qa_ka
nrenkigyou_00001.html 

 '일본에 귀국/입국하시는 분들의 교통 액세스에 대하여' (나리타 

공항 HP) 
https://www.narita-
airport.jp/jp/news/corona_publictransport#:~:text=%E5%8E%9A%E7%94%9F%E5
%8A%B4%E5%83%8D%E7%9C%81%E3%81%AF%E3%80%81%E5%85%A8%E3%81%
A6%E3%81%AE,%E5%BC%B7%E3%81%8F%E8%A6%81%E8%AB%8B%E3%81%97%E
3%81%A6%E3%81%84%E3%81%BE%E3%81%99%E3%80%82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에 대해】 

다수의 국가 · 지역에서 일본행 및 일본발 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국으로 여행 시에는, 각 국가 당국의 웹사이트 및 도쿄에 

설치된 대사관과 같은 곳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발 여행자 입국 제한에 대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ko
kumin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에에 대해서(내각 관방 

홈페이지) 
https://corona.go.jp/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 대책본부(수상 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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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