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0 월 20 일 

 

현민 여러분들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토키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감염 축소기 전환에 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협력해주시는 현민 여러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에히메현에서는 10 월 1 일 이후‘감염 경계기’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종료와 긴급사태 선언 등의 전면 해제 등에 따른 감염 재확산의 경계 

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기간에 니이하마시에서 시내 감염 만연이 우려되어, 니이하마시에 

한한 대책 강화 등 경계를 높여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만, 이 1 주일 동안 

감염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큰 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전체의 감염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3 개월 남짓의 긴 

시간에 걸쳐 대응해온 5 차 유행도 점차 수습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오늘 현 내의 경계 단계를 ‘감염 경계기’에서 

‘감염 축소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니이하마시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니이하마시 내의 불필요한 외출 자숙 

 ○니이하마시의 왕래 주의  

를 종료합니다. 

또한, 전체 현에서의 회식 규정은‘10 인 이하’에서 ‘대인원을 피함’ 

으로 변경합니다만, 니이하마시에 한해서는 10 월 26 일까지 1 주일 동안 

‘4 인 이하, 2 시간 이내’에서 ‘10 인 이하, 장시간 모임을 피함’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 내의 감염상황은 안정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산발적인 양성확인 

이 계속되고 있어 현 내의 감염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긴급사태선언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영업시간 단축 요청 해제의 움직 

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활동을 천천히 재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직장이나 회식 자리, 동호회, 이벤트 행사장 등을 통해 바이 

러스 유입에 따른 감염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경계 단계에 관계없이 

〇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수시로 손 소독하기 

〇정기적으로 환기시키기 

〇철저히 회식 규칙 지키기 

등 기본적인 감염 회피 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덧붙여‘감염 축소기’로의 전환과 아울러, 경제면에서 지원도 진행 

합니다. 첫 번째는, 현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현 내 숙박 여행 할인권 

‘미컁 할인'‘코미컁 할인’의 실시입니다. 

○미컁 할인  : 1 인 1 박당 6,000 엔 이상의 숙박 시 5,000 엔 할인 

○코미컁 할인: 1 인 1 박당 3,000 엔 이상의 숙박 시 2,500 엔 할인 

할인 적용기간은 10 월 26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입니다. (접수 개시 일은 

10 월 25 일) 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리며. 감염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현 내 관광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마지메시’이용 촉진 캠페인입니다. 

2020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력적인 음식이나 그것을 생산하는 독창 

적인 셰프 등의 정보를 알리고 있는‘마지메시’의 프로모션 일환으로 

11 월 1 일부터 내년 1 월 31 일까지, 현민 여러분들이 현 내의 참가점포를 

이용하실 때 에히메현의 특산품 등이 당첨될 수 있는 디지털 추첨을 실시 

합니다.  

아울러‘마지메’와 연계되어 있는 점포나 요리의‘신념’,’기술’, 

‘사람’을 알리는 WEB 컨텐츠를 제작하며 공식 사이트와 SNS 로 선전 

하고 있습니다. 

 

‘감염 축소기’로 전환합니다만. 에히메현에서 향후 감염 재확대 신호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강한 경계를 호소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감염 회피 행동을 일상화해주시고 사회 경제 활동 

재개를 향한 발걸음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