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지사 메시지

2021 년 7 월 12 일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 해제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 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오늘부(7 월 12 일)로 효고현에 적용됐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우리 현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돼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
려되고 있으며,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올
림픽・패럴림픽 개최와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점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１

외출 자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쿄와 오사카 등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 및 효고현
외 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단축 영업 요청 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은 이용을 자제하시고, 길거리와
공원에서의 음주, 자택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은 절대로 삼가십시오.

2 음식점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
・ 영업시간 단축과 주류 제공 요건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신형 코로나 대책 적정점
しんがた こ

ろ

な たいさくてきせいてんにんしょう

인증(新型コロナ対策適正店認 証 )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모임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 자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손
소독, 주기적 실내 환기, 가족의 건강 관리 등 ‘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집
안팎에서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4 코로나 백신 접종 협조 당부
・ 시 ・ 정(市 ・ 町) 등 지자체의 백신 접종이나 효고현의 대규모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５

사업장・시설 등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

・ 종업원 등의 건강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 이벤트 개최 요건 등 업종별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준수해 주십시오. 또한,
직장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