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10 월 28 일  

 

에히메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도키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경계 레벨에 관하여 

 

에히메현에서는 7 월 12 일, 독자적인 감염 경계 레벨을 ‘감염경계기 ~특별 경계 

기간~’으로 상향하여, 9 월 16 일 ‘BA.5 의료 위기 선언’ 종료 후에도 ‘특별 경계 

기간’을 지속해왔습니다. 

 이후 현민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최근 입원환자 수가 40 명 규모로 

감소함과 동시에, 현 전체의 양성 확인이 8 월 하순의 감염 정점 시기로부터 7 분의 

1 까지 하락하여, 전국 평균 수준으로 추이 되고 있습니다. 단, 니하마・사이조 

권역에서는 최근 감염 급증이 보여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니하마・사이조 권역을 제외하고, 에히메현 경계 레벨을 

내일 10 월 29 일(토)부터 ‘감염 경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니하마・사이조 권역에 관해서는 눈앞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경계 기간’을 

유지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통근하시는 분은 당분간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신중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환이 결코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완화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 

다. 전문가분들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의 동시 유행을 포함한 제 8 차 유행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①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하게 지속할 것 

② 사회 경제 활동의 경우, 상황에 맞는 감염 대책을 강구할 것 

③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하여, 가능한 분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것 

이 3 가지를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지 않아, 현민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는 감염 상황이나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특별 경계 기간’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①~③의 전제조건을 

일상화하신 후에 다음 감염대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책의 주요 변경 사항 

 ○감염 예방 행동 

➢계절성 인플루엔자와의 동시유행에 대비한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철저히  

➢니하마・사이조 권역에서는 ‘특별 경계 기간’임을 염두하고 신중한 행동을 

 

○회식 규칙 

 ➢인원수나 시간의 일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피하고 

주의하며 실시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은, 대인원・장시간을 피하여 가능한 백신 

접종 후 회식을 권장 

➢니하마・사이조 권역에서는 계속해서 대인원・장시간을 피하여 실시 

 ○이벤트 대책 

➢참가자는 주최자가 요구하는 주의사항을 준수 

  ➢니하마・사이조 권역에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이벤트의 경우, 

참가자의 백신 접종 또는 음성확인 등 철저한 감염대책을 전제로 

 ○백신 접종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접종 촉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접종 간격은 5 개월에서 3 개월로 단축. 

접종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기존 백신 1, 2 차 접종 완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미접종인 분은 신속히 검토를 요청）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동시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고령자 감염 예방 대책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접종시기가 다가온 분부터 조속히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을 접종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 분들은 인플루엔자 백신도 조기에 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