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2 월 24 일

연말연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요청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효고현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 명이 넘는 날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주와 비교하더라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인 1 월 1 일에도 현 내
39 개 병원(병상 약 530 개)에서 입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의료 기관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말연시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휴 귀성 자제
○도쿄와 오사카 등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귀성을 생각하고 계
시는 분들은 되도록 귀성을 자제해 주십시오.

외출 자제
○도쿄와 오사카 등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 불요불급한 외출은 자
제해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시고, 곧바로 의료 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효고현 내외 감염 위험이 큰 시설(특히 접객
업소,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노래방 등)은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행사 및 이벤트
○송년회와 신년회는 되도록 자제해 주십시오.
○신년 참배는 혼잡한 시기를 피하시고, 경내에서는 장시간 머무르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기,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주십시오.
○신년 참배, 성인식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 전후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본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가정, 직장, 의료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건강 관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의료 기관과 구급 이송 기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와 부상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입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 의료 및 복지 시설 관계자, 우리 현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 코로나 상담 창구 (일본어만 대응 가능)
효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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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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