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지사 메시지

2021 년 7 월 30 일

코로나 5 차 유행
만연 방지 조치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오늘(7 월 30 일) 효고현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실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280 명, 오늘 265 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200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 긴급 사태가 선언되고 의료
체계에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고베시, 한신 지역, 하리마 동부 지역, 히메지시를 조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지역도 포함해 8 월 2 일부터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현민 여러분께서는 감염 확산을 확실히 방지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요청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1) 음식점 등에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 시행
음주를 동반한 회식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극도로 높이므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음식점 등에서는 단축 영업 요청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조치 구역에서는
주류 제공을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치 구역

대상
지역

기간
조치
내용

고베시
한신 남부 지역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한신 북부 지역（이타미시, 다카라즈카시, 가와니시시,
산다시, 이나가와정）
하리마 동부 지역（아카시시, 가고가와시, 다카사고시,
이나미정, 하리마정）
히메지시

하리마 북부
（니시와키시,
하리마 중부
하리마 서부

그 밖의 지역

지역
미키시, 오노시, 가사이시, 가토시, 다카정）
지역（가미카와정, 이치카와정, 후쿠사키정)
지역（아이오이시, 다쓰노시, 아코시, 시소시,
다이시정, 가미고리정, 사요정）
다지마 지역
（도요오카시, 야부시, 아사고시, 가미정, 신온센정）
단바 지역（단바사사야마시, 단바시）
아와지 지역（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

2021 년 8 월 2 일(월) ~ 8 월 31 일(화)
단축 영업 요청 시간：5 시~20 시
주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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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영업 요청 시간：5 시~21 시
주류 제공：11 시~2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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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코로나 대책 적정점 인증(新型コロナ対策適正店認 証 )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1) 외출 자제
여름 휴가철의 인구 이동 증가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 도쿄와 오사카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 시간대와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이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 단축 영업 요청 시간 외에 영업하는 음식점 등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2) 젊은 층의 코로나 감염 위험 높이는 행동 자제 요청
젊은 세대의 확진자가 많으며, 코로나 확진자의 60%가 30 대 이하입니다.

・ 감염 방지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음식점 등은 이용을 자제하십시오.
・ 길거리와 공원에서의 음주, 자택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삼가십시오.
・ 동아리 활동 등을 하실 때는 열사병에 주의하면서 대화 시 마스크 착용,
3 밀(밀접, 밀폐, 밀집) 환경을 만들지 않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등교(동아리 활동을 포함)하거나 출근하지 마십시오.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이나 접종 후 사망 사례 등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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