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지사 메시지

2021 년 3 월 29 일

코로나 19 감염 확산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효고현의 코로나 19 확진 환자 수가 100 명을 넘는 날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송・환영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가정, 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
○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효고현 외 이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음식점,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 송별회, 환영회, 꽃놀이 등의 모임, 가정 내 사적 모임 등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장시간에 걸친 식자 자리는 자제하십시오.
특히 젊은 층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을 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한 팀당 4 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
(동거인을 비롯한 가족은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

・장시간에 걸친 식사 모임 자제 (2 차 식사・술자리 자제)
・식사 중 대화하실 때는 부채나 마스크 등을 이용해 비말 차단
○ 식사 모임 등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일정 기간
타인과의 접촉을 주의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주의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규칙적인 환기, 주위 사람과 일정한 거리 두기
등 3 밀(밀폐, 밀집, 밀접)을 방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화상 회의를 활용하는 등 직장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아래 지역의 음식점 등에서는 단축 영업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등에 대한 단축 영업 요청 내용】
기 간 2021 년 3 월 8 일～3 월 31 일

2021 년 4 월 1 일～4 월 21 일
•고베 지역
고베시

•한신 지역
고베시, 아마가사키시,
지 역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이타미시, 가와니시시
다카라즈카시, 산다시,
이나가와정

•하리마 지역
히메지시, 아카시시, 가고가와시,
다카사고시, 이나미정, 하리마정,
이치가와정, 후쿠사키정,
가미카와정

내 용

영업시간을 21 시까지로 단축
(주류 제공은 20 시 30 분까지로 부탁드립니다)

※ 아크릴 가림막 설치, 좌석 간 간격 확보, 철저한 환기(이산화탄소 농도 감지
센서 활용) 등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