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７월 31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현민 여러분께 지사의 부탁 말씀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책에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이동이 해제된 이후,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7 월이 들어서는
전국에서 감염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히메현에서도 7 월 19 일 이후 감염자가 확인되어, 7 월 31 일 시점으로 현
내에서 4 건의 사례와 7 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１

여름 휴가・오봉(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기간의 주의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8 월부터 여름휴가와 오봉 등에 의해
현을 넘나드는 사람의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현 외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오는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여름휴가・오봉 기간」을 맞이하여, 현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3 가지
사항에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염확대 지역에서의 귀성에 주의
➢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특별히 주의
・이번에는 감염확대 지역에서의 귀성은 삼간다.
・감염위험의 회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과 상담한다.
・귀성할 경우, 건강관리・컨디션 관리에 충분히 주의하고, 조금이라도
발열과 기침 등 몸에 이상을 느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휴양한다.
・주저하지 않고 상담센터에 연락한다 등
➢ 사업자분들은 출장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도 신중히
・감염확대 지역으로의 출장과 여행은 신중히 검토하고, 온라인회의 등을
개최 등
(2) 현 외의 옛친구들과 모임에 주의
➢ 먼 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동창회나 비말이 튀기 쉬운 노래방 등은
특별히 주의
・대인원의 모임은 이번에는 중지한다.（연기한다）
➢ 개최할 때는 참석자의 증상 유무를 확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가하지 않는다.
・참가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회식 등에서는 마주 앉아 큰 목소리로 대화하지 않는다. 등

(3) 여행지에서 3 밀 장소로의 출입 주의
➢ 주의하며 현 내 혹은 근접한 현으로의 여행을 즐긴다.
・잦은 손 씻기와 소독을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다.
・환기가 안 되는 장소에는 머물지 않는다. 등
➢ 사업자분들은 출장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밤거리의
번화가（캬바쿠라, 걸스바, 호스트클럽）에는 들르지 않는다.
２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의 유의사항
최근에는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3 개의「밀」
（밀폐, 밀집, 밀접）이 발생하는 장소를 철저히 삼간다.
대인원의 회식과 술자리를 삼간다.
감염 방지 대책을 취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이용한다.
큰 목소리를 내는 행동（음식점 등에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 노래방이나
이벤트, 스포츠 관람 등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 등）을 자제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한다.
➢ 접촉확인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등록을 한다.
➢
➢
➢
➢

앞으로도 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신속한 정보공유에 노력하겠사오니,
현민 여러분께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올바른 행동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회피 행동
➢ 첫째,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방어！
➢ 둘째,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배려！
➢ 셋째, 3 밀 회피의 습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