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고 감염되지 않기・감염시키지 않기 선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읍시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 도쿄 등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는 지역에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합시다!

특히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합시다!

고령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합시다!

○ 감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합시다!

○ 다수가 모이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는 하지 맙시다! 젊은 층은 특히 주의합시다!

식사 중에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금물!

○ ‘3밀’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효고 스타일’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 감염 방지 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감염 방지 대책 선언 포스터’를 게시합시다!

○ ‘효고현 신형 코로나 추적 시스템’ 등록과 사업장 내 QR 코드를 게시합시다!

○ 재택근무, 화상 회의, 로테이션 근무 등을 추진합시다!



코로나19 치료 및 검사에 확실히 대응하겠습니다！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병원 내 병상 수 652개(중증 환자용 110개 포함), 숙박 요양 시설 500실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 현재 중증 환자는 4명으로, 중증 환자와 관련된 의료 체제도 아직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최다 중증 환자 수는 32명: 4월 23일, 4월 27일) 

○ 계속해서 상황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체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재 PCR 검사는 하루 1,190건 가능하나, 검사 체제를 더욱 확충하여 하루 동안

검사 가능한 건수를 2,500건으로 늘리겠습니다.

○ 효고현 의사회와 지자체의 협력하에,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 외래ᆞ검사 센터 (地域外来・検査センタ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히가시 하리마 권역 및 아와지 권역에도 개설하겠습니다. 

○ 의료 기관이나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등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이 우려

되는 경우, 밀접 접촉자 이외에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효고현（兵庫県）

ちいき がいらい けんさ せんたー



효고현의 단계별 대응 체제

참 고

（주）

(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신 유행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 현은 1일 발생 확진 환자 수 최대 98명까지 감염 확대기2 체제로 대응 가능.

구분 감염 소강기 감염 경계기 감염 증가기 감염 확대기 1 감염 확대기 2 

 
구분 기준 

 
양성 판정 

확진 환자 

(일주일 평균) 

 

10 명 미만 
10 명 이상 

(경계 기준) 
20 명 이상 30 명 이상 40 명 이상 

체제 구축 
기준 

(한 달 평균) 

1 일 확진 환자가 

15 명 발생 시 

1 일 확진 환자가 

20 명 발생 시 

1 일 확진 환자가 

30 명 발생 시 

1 일 확진 환자가 

40 명 발생 시 

1 일 확진 환자가 

55 명 발생 시 

병상 확보 
목표치 

병상 약 200 개, 

중증 환자용  

약 40 개 포함 

병상 약 300 개, 

중증 환자용  

약 50 개 포함 

병상 약 400 개, 

중증 환자용  

약 70 개 포함 

병상 약 500 개, 

중증 환자용  

약 90 개 포함 

병상 약 650 개, 

중증 환자용  

약 120 개 포함 

숙박 요양 
시설 확보 
목표치 

숙박 시설  

약 200 실  

숙박 시설  

약 200 실 

숙박 시설  

약 300 실 

숙박 시설  

약 500 실 

숙박 시설  

약 700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