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9 월 13 일  

 

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도키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에히메현 BA.5 의료 위기 선언’  

종료 및 ‘감염 경계기 ~특별 경계 기간~’ 지속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주의 깊은 행동을 취해주신 덕분에, 신규 확진자 수는 피크 시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의료체계 붕괴 예방도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A.5 의료 위기 선언’은 이번 달 16 일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내 감염 상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의료 체계의 부담 경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3 일 연휴와 현 내 각지에서 개최되는 가을 축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17 일 이후 당분간 현 독자 경계 레벨을 ‘특별 경계 기간’으로 

지속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언 종료후에도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대책의 주요 변경 사항 

①이벤트・가을 축제 감염 예방 대책 

○이벤트 

➢전국으로부터 모이는 대규모 이벤트는 참가자의 백신 접종 (3 차 또는 4 차) 

또는 음성 확인 등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 

○지역 가을 축제 

➢방문객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주최자가 요구하는 주의사항을 준수 

②회식 규칙 

○대인원・장시간을 피하고 인증점 이용을 권장 (좌석 간격 확보 및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 도를 지나친 행동하지 않기, 회식 시 기본적인 감염 대책 

지키기) 

○자택요양자의 경우, 요양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양성인 사람은 요양 해제 

후에도 발병일로부터 10 일(무증상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7 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식에 불참 

 



 

 

 

 또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료 진료를 철저히 받는 것 외에, 자가검사 등을 통해  

양성인 분 중, 중증화 위험이 낮은 경증 및 무증상의 경우, 양성자 등록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BA.5 의료 위기 선언’에 따라 신규 예약 접수를 중지하고 있던, 

○‘현 관리 시설 (스포츠・문화활동시설) 대관 이용’은 준비되는 대로, 17 일 이후 신규 

예약 접수 

○‘신미캰와리(현 숙박 할인)’는 준비되는 대로, 17 일 이후 신규 예약 접수 

를 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