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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에 관해 지사로부터 기능 실습생 여러분께 요청 

 

 에히메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하오니, 에히메현의 여러분께 5 가지의 강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１）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세요 

○자기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자주 확인하며, 무언가를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감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감염되기 쉬운 장소 : 

l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장소 

l 사람이 많이 있는 밀집 장소 

l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말하는 밀접 장소 

○ 다른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식사 또는 술을 마시는 가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요청입니다. 

 

（２）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주의해 주세요.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땐 티슈나 소매로 입을 

가려주세요.   

○감염되기 쉬운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땐 간격을 두고 얘기해주세요.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과 모이지 말아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지역(도쿄, 오사카 등)에 살았던 분 또는 

감염되기 쉬운 장소의 가게에 갔던 분께 : 

l 2 주간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말아 주세요 

l 2 주간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３）에히메현 밖으로 나가지 말아주세요.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감염 확대 지역에 가지 

말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대상 지역을 방문할 경우 : 

l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말아주세요. 

l 에히메에 돌아온 후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주의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l 기침이나 열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지 말아주세요. 

○ 불요불급의 외출은 자제하며, 자택에서 생활해 주세요. 

   회사 출근, 필요한 물건의 구매, 의료기관 진찰 등 제외 

○마쓰야마시（松山市）와 아이난초（愛南町）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쓰야마시와 주변 지역(마사키초（松前町）, 

도베초（砥部町）, 도온시（東温市）)과 아이난초와 인접하는 고치현 

스쿠모시（高知県宿毛市）에는 가능한 왕래하지 말아 주세요. 

 

≪골든위크 기간 중의 요청≫ 

l 연휴 기간 중 현 외로의 교통기관 예약 상황은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 되었지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휴 중 이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 내 감염이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l “아웃도어라면 괜찮겠지”, “자가용을 이용하면 괜찮겠지”라고 많은 

현민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미치노에키(국도 휴게소)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이 무증상으로 

감염된 결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전파할지도 모릅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증화될 수 있는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l “자신의 목숨보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보다 외출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어, 주간, 야간을 포함해 

“불요불급의 외출”은 자제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l 3 월 하순부터 4 월 중순에 걸쳐서 감염자의 증가는 지금까지 현민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 간신히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현 내에서 없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연휴 중 현민 여러분이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해주신다면, 

앞으로의 현 내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l 자택에서 편히 쉬는 것만으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에히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숙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４）올바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089-909-3483)로 상담해주세요. 

l 감기 증상이나 37.5 도 이상의 발열이 4일간 지속하는 증상 

l 강한 권태감과 호흡 곤란 증상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분은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 

○근거 없는 소문은 믿지 말아 주세요. 

○현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에히메현 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전담병원은 원내감염대책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５）고령자 시설과 의료기관에 방문·면회를 가지 말아주세요. 

○중증화되기 쉬운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의 감염을 막기 위해, 고령자 

시설과 의료기관으로의 방문 및 면회에 가지 말아주세요. 

 

 곤란한 일이나 정보가 필요한 분은 EPIC（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80-4783-5253（월요일～토요일 9:00am-5:00pm）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