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지사 메시지

2021 년 6 월 21 일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
현민 대동단결로 감염 확산 저지를!
효고현은 어제부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으며, 오늘 6 월 21 일(월)부터 7 월 11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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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まん延防止等 重 点措置)가 적용됩니다.
우리 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목표
로, 변이 바이러스에 주의하면서 재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
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현민이 대동단결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１． 음식점 등에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 시행
○ 음식점 등에서는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단축 영업 요청 시간과 주류
제공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점 조치 지정 구역에서는 주말 주류 제공 금지)
중점 조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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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 21 일(월) ~ 7 월 11 일(일)
단축 영업 요청 시간：5 시~20 시
주류 제공：평일 11 시~19 시, 주말은 금지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

단축 영업 요청 시간：5 시~21 시
주류 제공：11 시~20 시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

○ 사람들이 편의점 등의 사업장 앞과 길거리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통제해 주십시오.

２． 사업장・시설 등에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
○ 사업장과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는 종업원의 건강 관리, 주기적 실내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 사업장과 시설 내에서 코로나 감염 발생이 의심(발열 등)될 때는 신속히 보건소로 연락
하시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종업원이나 시설 이용자는 본인이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가족 중에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PCR 검사를 받은 분이 계시면 종업원은 출근을 자제하시고, 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자제하십시오.

○ 직장에서는 출퇴근 노동자 수를 70%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 등을 적극적
으로 시행하시고,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 등 관련 상황을 공표해 주십시오.

3 .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
○ ’직장 단위의 백신 집단 접종’이 6 월 21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
께서는 기업 단독 접종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간 공동 접종 등에 적극적
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