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8 월 17 일

계속해서 코로나 19 경계 선언을 준수해 주십시오

효고현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8 월 14 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40 명을 밑돌아 ‘감염 확대기Ⅰ’ 단계입니다. (※감염 확대기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30 명 이상 40 명 미만인 경우)
그러나 사회 복지 시설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가족
간 감염으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파악, 탄력적인 PCR 검사 실시, 단계별 대응
체제에 따른 충분한 의료 및 검사 체제의 확보 등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봉(お盆) 연휴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현민 여러분과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 도쿄, 오사카 등 효고현 이외 지역에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합시다!
특히 유흥 업소를 포함한 접객 업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는 출입을 자제합시다!
○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유흥 업소를 포함한 접객 업소,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노래방 등의 이용을 자제합시다!
다수가 모이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를 자제합시다. 식사 중에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자제합시다!
○ 발열 이외에도 호흡 곤란, 권태감, 후각 ∙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귀국자 ∙
き こく しゃ

せっ しょく しゃ そう だん せ ん た

접촉자 상담 센터 (帰 国 者 ・ 接 触 者 相 談 センター: 지역 보건소 내에 위치)에 상담해
주십시오.
특히 기저 질환자께서는 발열이나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도 조기에 상담해
주십시오.
○ ‘3 밀(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효고
스타일’을 준수해 주십시오.

○ 확진 환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 주는 스마트폰 앱 ‘COCOA’와 ‘효고현 신형 코로나
ひょう ご けんしんがた こ ろ な ついせき し す て む

추적 시스템（ 兵 庫 県 新 型 コロナ 追 跡 システム）’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 업종별 감염 확산 방지 지침 등에 따라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고,
사업장 내에 ‘감염 방지 대책 선언 포스터’를 게시해 주십시오.
○ ‘효고현 신형 코로나 추적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사업장 내에 QR 코드를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택근무, 화상 회의, 로테이션 근무 등을 시행하시어 출퇴근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민 여러분과 사업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강한 책임감으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