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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어제(4 월 8 일)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사상 최다인 328 명, 오늘은 314 명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4 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사용률도 70%를 넘는 등 의료 체계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비롯해 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１．외출 자제 

불요불급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오사카 등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구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２．단축 영업 요청 

  아래 지역의 음식점과 유흥 시설 등에는 단축 영업을 요청했습니다.  

단축 영업에 협조하지 않는 대상 지역의 음식점과 유흥 시설 등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대상 

지역 

고베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한신 북부 지역 
이타미시, 다카라즈카시, 가와니시시, 산다시,  

이나가와정 

・하리마 동부 지역 
아카시시, 가고가와시, 다카사고시, 이나미정,  

하리마정 

・하리마 중부 지역 
히메지시, 이치카와정, 후쿠사키정, 가미카와정 

기간 2021년 4월 5일～5월 5일 2021 년 4 월 1 일～4 월 21 일 

내용 
영업 시간  5 시～20 시 

(주류 제공 11 시～19 시) 
영업 시간  5 시～21 시 

（주류 제공 11 시～20 시 30 분） 

코로나 4차 유행 위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요청  



３．음식점 등에서 주의 사항 

( 1 ) 적절한 좌석 간격 배치, 아크릴 가림막 설치, 손 소독제 구비 등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음식점,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２) 모임을 하실 때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한 팀당 4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 

・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장시간에 걸친 식사 모임 자제 (2차 식사・술자리 자제) 

・ 식사 중 대화하실 때는 부채나 마스크 등을 이용해 비말 차단 

 

４．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 준수 

 (  1  ) 가정 내 감염이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가족과의 접촉에 유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가족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 직장, 시설, 학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