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한 가고시마현의 대응 

2020 년 5 월 14 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존재를 전제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합시다!  

기본적인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지속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한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1.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① 불요불급의 귀성 및 여행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등 집단 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및 

「3 밀(밀폐 ‧ 밀집 ‧ 밀접)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 씻기 및 사람 간 

거리 두기 등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기본 대책 「새로운 생활 양식」 또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타 지역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① 당분간 불요불급의 귀성 및 여행 등으로 본 현을 방문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가피하게 본 현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준수해 주십시오.  

‧ 방문 후 2주간 불요불급의 외출 자제 

‧ 마스크 착용 등의 기침 예절 준수 

‧ 매일 체온 측정 

‧ 발열 등의 증상 발현 시, 귀국자 및 접촉자 상담 센터로 상담 

3.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① 접대를 동반한 번화가 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댄스홀‧스낵‧바‧펍), 성풍속점, 노래방, 라이브 

하우스 등 「3 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다는 조건하에 내일(5 월 15 일(금))부터 휴업 요청을 해제합니다.  

② ① 이외의 각 업종 및 시설 등도 감염 확산 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호텔 및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5 월 31 일(일)까지 타 지역으로부터의 관광 및 레저 등 

불요불급의 숙박 예약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의 개최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 밖의 경우에도 위험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행사의 개최는 중지 또는 연기해 주십시오.  

⑤ 직장에서는 재택 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출근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3 밀」을 방지함과 동시에 손 씻기 및 손 소독, 기침 예절 준수, 사업장 환기, 공공장소 소독,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의 출근 자제,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상 

회의 등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립 학교 등에 대해서 

  골든위크 종료로부터 2 주간은 경계 기간입니다. 각 학교는 5 월 24 일(일)까지 빈 교실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교육 활동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5. 현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재 휴관 중인 외딴섬 소재의 현 공공시설은 5 월 15 일(금)부터 개관합니다. 당분간 숙박 

시설의 이용은 현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6. 확진환자 및 의료 종사자를 향한 차별과 편견 방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 

확진환자와 그 가족, 의료 기관과 관계자, 그 밖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