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겁더라도 차내에서는 
대화를 절제.

악수보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여행.

자주 환기, 
신선한 바깥 공기는 
여행의 즐거움.

매일 아침 건강 체크는 
멋진 여행자의 자세.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이 모두의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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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눈으로 고르자.

대화는 적당히, 
음식을 즐기자.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마음도 평온.

여행 가면 반드시 
손 씻기와 소독 철저.

혼잡하면 이번엔 그만두고 
나중에 천천히.

새로운 일본 
여행 에티켓

감염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여행지의 상황 확인, 
잊지 말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나도 안심, 남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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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여행 스타일의 기본

이동 식사

숙박

쇼핑

관광시설

● 매일 아침 건강 체크는 멋진 여행자의 
 　자세.

● 여행지의 상황 확인, 잊지 말자.

● 스케줄은 넉넉하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마음도 평온.

● 악수보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여행.

● 혼잡하면 이번엔 그만두고 나중에 천천히.

● 마스크를 착용하면 나도 안심, 남도 안심.

● 차내에서도 잊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발.

● 즐겁더라도 차내에서는 대화를 절제.

● 한가한 시간, 시간대에 쾌적 여행.

● 걷거나 자전거로 발견! 지역의 매력.

● 사람들 앞에서는 마스크 착용, 에티켓.

● 대화는 객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 대욕장, 조용하고 여유로워 좋은 목욕.

● 가끔 객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

● 동숙자, 조금 멀어져서 인사.

● 도어 손잡이나 엘리베이터를 만지면 
　 곧바로 손을 씻자.

● 손 씻기와 손가락 소독으로 안심 스테이.

● 한가한 시간에 안심 쇼핑.

● 선물은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눈으로 

 　고르자.

● 계산대에서도 거리를 두고 여유롭게.

● 환영합니다, 소액 전자 결제.

● 한가한 시간과 장소를 골라 안심 관광.

● 예약, 줄 서지 않고 여유롭게 즐거운 관광.

● 좁은 공간 장시간 체류는 금지, 먼저 실례.

● 멋지고 안심, 온라인 티켓에 캐시리스.

● 잊지 마세요, 마스크는 안심을 위한 입장권.

● 대화는 삼가고, 손 씻기는 자주.

● 밖에서의 식사는 즐겁고 안심.

● 맛있는 요리는 각자 덜어서, 안심 안전.

● 나란히 앉으면 요리가 더 잘 보여요.

● 대화는 적당히, 음식을 즐기자.

● 맛있는 술은 서로 권하지 말고 
　 마이 페이스로.

● 옥외에서 일본의 자연을 신나게 만끽.

● 좁은 장소, 혼잡한 장소를 피해 안전한 
　 저녁시간을 즐기자.

● 자주 환기, 신선한 바깥 공기는 
 　여행의 즐거움.

● 여행 가면 반드시 손 씻기와 소독 철저.

● 괜찮아요, 관광지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당신의 협조가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