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유학생을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에준한

일본입국방법

아래는 2020년 11월 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반드시 학교 및 입학 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Step 1. 모국에서해야할 일



①위치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제출
・서류제목

"위치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

・서류취득 방법:

학교등에서취득.

・서류제출처:

학교등수용기관

・제출이유
다음페이지의 "②유학비자취득"에기재한
"서약서" 2 - (1) - 스의 규정에의한다

Sample



②유학비자의취득
・본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취득하여 주십시오.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신청서 (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4) 입학허가서
5)서약서 사본 2통
반드시 현지 대사관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 설명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서약서(사본)입학 허가서

Sample

본서약서는학교등수용기관이일본정부에대하여입국자의행동을파악함을약속하는서류입니다.
URL: https://www.mofa.go.jp/files/100135223.pdf



③출국전 14일간건강모니터링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이상, 

권태감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도항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④비행기를예약하여주십시오.
・가능한 한 오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공항에서 PCR 검사 후, 당일 안에 입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COVID-19에관한 검사증명의취득
・서류 제목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서류 취득 방법(다운로드)

https://www.mofa.go.jp/ca/fna/page25e_000334.html

・일본 입국까지 72 시간 이내가 되면
모국에 있는 병원에서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사용하여 주십시오.

의사가 서명 or 날인해야 합니다.

・본 서류는 일본공항에 제출합니다.



⑥민간의료보험가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미일본의공적의료보험에가입하신
분은민간의료보험의가입은임의입니다.



⑦접촉확인앱설치

・접촉 확인 앱(COCOA)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일본 입국 시에 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URL: https://www.meti.go.jp/covid-19/ourai/pdf/residence_truck.pdf
<레지던스 트랙의 절차에 대하여> 19, 22페이지）



⑧지도앱설치

・지도 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일본 입국 후, 14일간위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 시에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URL: https://www.meti.go.jp/covid-19/ourai/pdf/residence_truck.pdf
<레지던스 트랙의 절차에 대하여> 19, 23페이지）



모국에서해야 할일체크리스트
□ ①위치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 제출
□ ②유학비자의취득
□ ③출국전 14일간건강모니터링
□ ④비행기를예약하여 주십시오.

□ ⑤COVID-19에관한검사증명의취득
□ ⑥민간의료 보험가입
□ ⑦접촉확인 앱설치
□ ⑧지도앱 설치

모든항목에☑가
완료되면준비 OK
입니다!



이것만은잊지 마세요!
－일본으로가져갈서류체크리스트－

□ 여권

□ "서약서"

□ "입학허가서"

□ "COVID-19에관한검사증명"

□ 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음을증명할수 있는서류

□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Step 2. 비행기안에서해야할일



①질문표기입
・서류제목

"QUESTIONNAIRE"

・비행기안에서질문표가배부되오니기입하여
주십시오.

・Contact Address in Japan란에는본인이입학하는
학교등의 정보를기입하여주십시오.

・기입에대해모르는점이 있으면 CA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Step 3. 일본에도착하면무엇을할까?



비행기에서내린 후에해야 할일



①PCR 검사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2일이 소요됩니다.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호텔 또는 학교 지정 숙박시설로
이동합니다.



②필요서류를공항검역소에제출
공항검역소에아래의서류를 제출하여주십시오.

1） 서약서
→학교등에서받은서류

2） COVID-19에관한검사증명
→일본입국전에 병원에서취득하여주십시오.

(지정양식은학교 등에서받은서류)

3） QUESTIONNAIRE

→기내에서배포됩니다.



③입국심사→수하물 수취

・PCR검사 결과를 받은 후,

입국 심사장으로 향합니다.

SNS 앱 "LINE"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입국 심사가 끝나면 본인의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④공항에서숙박시설까지이동하기

・전철, 버스, 택시등대중교통을이용할수 없습니다.

・이동수단에대해서는학교등에상담하여주십시오.



⑤14일간의대기 기간

•입국다음날부터 14일간은불특정 다수와의접촉을피하고외출을
삼가시기바랍니다.

•개인실,욕실,개별화장실을관리할수있는 시설(호텔,위클리맨션
등)에서대기하여주십시오.개인실외에 주방 등 공용시설이있는
경우에는해당 공용시설이용을삼가시기바랍니다.

•음식점이용을자제하여주십시오.



⑥14일간의건강 체크

・14일간은 매일 건강 체크를 합니다.

・본인이 입학할 학교 등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본인의 건강 정보를 14일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 체온을 측정해야 하므로 체온계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Sample



⑦입국후, 15일째되는 날부터 수업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입국 전 준비부터 입국 후의 14일간의 대기까지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주의를 다하시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