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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증가기에 접어들며

오늘 효고현에서는 35 명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1 일 평균 확진 환자가 20 명을 넘어 ‘감염 증가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감염
증가기: 최근 일주일간 1 일 평균 확진 환자가 20 명 이상 30 명 미만인 경우)
최근의 감염 상황을 살펴 보면,
① 접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감염되거나 그에 따른 밀접 접촉(가족,
직장 동료 등)에 의한 감염이 많습니다.
② 도쿄나 오사카 등 효고현 이외 지역의 음식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10~30 대의 젊은 층의 감염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입각하여 효고현에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집단 감염 발생 시 철저히 대처
2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로 2 차 감염 예방
3 음식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 이용 시 주의 요청
4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감염 예방 대책 시행 요청
현재 확보한 병상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더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업종별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학생을 비롯한 청년 여러분들은 다수가 모이는 식사 자리는 신중하게 판단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 중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술잔을 돌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십시오.
○‘3 밀(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을 피하고, 열사병에 유의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효고 스타일’을 준수해 주십시오.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업종별 감염 확산 방지 지침 등에 기저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고, 사업장 내에 ‘감염 방지 대책 선언 포스터’를 게시해 주십시오.
특히 클럽이나 바 등의 유흥 업소 및 그 밖의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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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 신형 코로나 추적 시스템( 兵 庫 県 新 型 コ ロ ナ 追 跡 シ ス テ ム )’에
등록하시고 사업장 내에 QR 코드를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효고형 신형 코로나 추적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인 또는 메일 주소 등록)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민 여러분과 사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