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7가 24가(가) 00:00)
아오모리은법무성, 후생노동성등관계기관및공항내사업자와연계하여대응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오모리에오시는고객께서는아래내용을확인하
시고이해·협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공항 내 스태프의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터미널 관내의 문손잡이·난간(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포함) 과 수하물 카트의 핸들 소독과 같은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 카운터나 보안 검사장 등에 줄을 서실 때에는 앞뒤 사람과의 간격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항에 오실 때에는 기침 등의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 에티켓 실시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객 여러분께서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하여 손 씻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터미널 각처에 알코올 소독액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① 발열등증상이있으신분은항공편이용을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② 또한손씻기등손 소독과기침 에티켓은 감염 예방의기본입니다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항이나항
공기 내, 공공 교통기관 이용
시에따른대처에동참하여, 마스크착용과대화를자제할수있도록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③ 아울러
, 통근 시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이용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대에 따른 일본에 입국 할 수 없는 외국인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0 년 7 월 24 일 오
전
0 시부터는다음과같습니다.(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알림)
①중화인민공화국후베이성또는저장성에서발행한중국여권을소지한외국인
②일본도착전14 일이내에표지역에서체류이력이있는외국인
표
국가
/지역이름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안
티구아바부다, 안도라,
이스라엘
, 이탈리아, 이라크, 이란
,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
키스탄, 우루과이, 영국, 에콰도르
,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 엘살바도르, 호주, 오스트
리아, 오만, 네덜란드, 가이아나, 카
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가나, 카
보 베르데, 가봉,
카메룬
, 한국, 북쪽 마케도니아, 기니, 기니비사우, 키프로스, 쿠바, 그리스, 키르기스, 과테말라, 쿠웨이트, 그라나다, 크로아티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소보
, 코모로, 콜
롬비아
, 콩고공화국, 콩고 민주공화
국,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
, 상투메프린시페,
산마리노
, 시에라리온, 지부티, 자메이카, 조지아,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수단, 스페인, 수리남,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적도기니
, 세네갈, 세르비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소말리아, 태국, 대만, 타지
키스탄, 체코, 중앙
아프리카
, 중국
, 칠레
, 덴마크, 독일,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 나미비아, 니카라과, 뉴질랜드
, 네팔, 노르웨이, 아이티
,
파키스탄
, 바티칸, 파나마, 바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바레인, 바베이도스, 헝가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 불
가리아, 브루나이, 미국
, 베트남, 베네수엘라
, 벨라루스, 벨
기에,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폴란드
,

국가
/지역이름
볼리비아
, 포르투갈, 온두라스, 마다가스카르, 몰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바
, 모로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레
바논
, 러시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지난 1 4 일 이내에 표 국가/지역 서에 체류 이력이 있는 분은, 검역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에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나, 기침약이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에도 표 국가/ 지역 서에 도항 이력・ 체재 이력이 있는 분 중, 위의 증상이 있어서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실 경우에는 사전에 표 2 국가 에 체재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하신 다음,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진찰 시에는 건강 카드를 제시하시고, 도항 이력을
알려 주십시오(기내에서 배포한 건강 카드도 참조하십시오).

또한 일본 정부 관광국 (J N T O ) 은 비상시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 · 안심 확보를 위해 3 6 5 일,
2 4 시간, 다 언어에 대응하는 콜센터 'J a pa n Vi sitor Hotl i ne' 을 개설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0 5 0 -3 81 6-2 7 8 7 （해외에서의문의의 경우: + 81 -5 0 -3 81 6 -278 7 ）
【 시간】 2 4 시간 3 6 5 일
【 안내】 가능한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 J a pa n Vi si tor Hotl i ne 」（P DF ：56 5 kB ）

모든 지역에서 입국・귀국하는 분은, 검역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 4 일간 대기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출입국관리대책의발본적인강화에관한Q&A (후생노동성사이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_qa_kanr
enkigyou_00003.html
【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
다수의국가· 지역에서일본행및 일본발여행에대한제한조치를발표하였습니다. 해당국으로여행시에는, 각국가당국의웹사이트및
도쿄에설치된대사관과같은곳을통해최신정보를반
드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가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또는대한민
국을출발하여일본의공항에도착하려
고하는항공기(승객운송에관련된것에한함.)에대해서는
, 그
도착공항을나리타국제공항과간사이국제공항에한정하
도록
, 관계항공사에요청하고있습니다.(2020 년3 월9 일오전0 시~ )
【가가가가가가가】
상세내용에관해서는아래홈페이지를확인하시기바랍니
다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대해서(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대응에에대해서(내각관방홈페이지
)
https://www.cas.go.jp/jp/influenza/novel_coronavirus.html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관련된감염증대책본부(수상관저홈페이지
)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대비하여~한명한명이할수있는대책을알아두자~(수상관저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ansensho/coronaviru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