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3일 현재 

１ 상륙거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 31일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각의양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토대로 법무성에서는 당분간 상륙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상륙거부대상의 

국가 ・ 지역에 대한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주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내 상륙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륙거부 대상이었던 외국인 중, 상륙거부의 대상지정이 

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무성 혹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상기의 

각조치에 의해 상륙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２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다음의 (1)〜(4)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륙이 허가됩니다. 

그러나 방역의 관점에서 법무성 홈페이지 <외국인의 입국・재입국에 관한 출국전 

검사증명에 관하여>에 따라 입국・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재입국허가(유사재입국포함, 이하 동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2）신규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주2) 

ㄱ. 8월 31일까지는 재입국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륙거부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 출국한 자로서 그 국가·지역이 상륙거부대상지역에 

지정된 후,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었던 자 

ㄴ. 일본인·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ㄷ. 정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 

ㄹ. 「교육」혹은「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속 혹은 소속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충이 없으면 해당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의료」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의료체제의 충실·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ㅂ. 10월 1일 이후 입국한 자로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가 

일본에 있는 자 (「외교」혹은 「공용」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간 상용목적의 사증을 

받은 자에 한함.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 

 

덧붙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에 오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상륙이 거부됩니다.  

○잠시 상륙 거부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영국 혹은 남아프리카에 체류한 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륙거부와 관련하여 

https://www.hiecc.or.jp/soudan/upload/file/emg/file3_kr_1598933647.pdf
https://www.hiecc.or.jp/soudan/upload/file/emg/file3_kr_1598933647.pdf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상륙신청하기 14일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이었던 지역（영국과 남아프리카 제외）에 

체류한 자 

     또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거부대상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21일 이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３）「국제적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 」(주3)에 따라 상륙을 신청하는 

외국인 

   덧붙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에 오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륙거부 

○ 2021년 1월 14일부터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자 

・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영국 혹은 남아프리카에 체류한 자  

○ 2021년 1월 21일부터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자 

・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상륙거부대상지역 (영국과 남아프리카 제외)에 

체류한 자  

또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거부대상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21년 1월21일 이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４） 상기 (１)〜(３) 외에 특히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사정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１）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간략） 

（ 상륙 거부 ） 

제5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으로 상륙할 수 없다.  

1～13（생략） 

14 전 각호에서 거론한 자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혹은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２ （생략）    

（ 주2）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체재국·지역의 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주3）「국제적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는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상륙거부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비지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의 

출입국을 출국전 검사증명이나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등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자세한 내용은 외무성 홈페이지 

참조）。 

 덧붙여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서 발급받은 사증 중 「교수」, 「예술」,「종교」, 

「보도」,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순회」, 「기능」, 

「문화활동」, 「유학」, 「연수」, 「가족체류」, 「특정활동（창업 제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출입국체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 

전화：（대표）０３－３５８０－４１１１（내선 ４４４６・

４４４７） 

https://www.mofa.go.jp/mofaj/ca/cp/page22_00338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