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3 번째(1/14~2/7)】 

 

 

아이치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월 13 일 일본 

정부는 아이치현을 포함한 7 개 부현에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위험이 미칠 때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치현은 현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요청기간:1 월 14 일~2 월 7 일까지<25 일간> 

 

 １ 불요불급한 외출은 자제하고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등 늘 함께 

있는 사람과 조용하게 지내 주세요. 특히 저녁 8 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말아 주세요. 

 ２ 현을 넘는 이동은 가능한 한 삼가 주십시오. 특히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한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에는 가지 마세요. 

 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증화되기 쉬운 노인,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 

임산부가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４ 당신 자신이 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 5 명 이상의 다인원으로 음식을 드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 평소 함께 있는 사람과 적은 인원수로 하십시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거나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에 주의해 주십시오. 

  ●음식점을 이용할 때에는 되도록 아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음식점으로 가십시오.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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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과 문이 닫혀 있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장소,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밀접해지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또한 외출시에는 되도록 

단시간에 볼일을 마쳐 주십시오. 

  ●감염 위험성이 높은 “5 가지 상황” 

(https://www.pref.aichi.jp/uploaded/life/318025_1233067_misc.pdf (일본오 페이지 

입니다.))에는 마스크 착용, 손가락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기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특히 음주 후 승차 시에는 주의하십시오. 

 ●방에 온도와 습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세요. 

 ●발열증상이 있을 때는 다니시던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양성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알려주는 앱 

'코코아'를 사용해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행사에 참여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해 주세요. 또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주도 삼가 주십시오. 

 

〇아이치현내에서 음식점이나 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내의 모든 음식점 → 영업시간을 밤 8 시까지로 해주세요. 

・주류를 제공하는 가게→주류 제공은 저녁 7 시까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https://www.pref.aichi.jp/site/covid19-aichi/korona0114.html 

 

https://www.pref.aichi.jp/site/covid19-aichi/korona011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