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 현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침
고치현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과 사업자분들에게의 부탁 (4월12일부터 5월5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기준에 따른 단계: 경계해야 한다(오렌지색)
2021년 4월5일 현재의 시점
〇감염증 방지책의 수칙(守則)을 지켜야한다

(1)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3(密)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기(사회적
거리두기, 정기 환기 등)
(2) 접촉을 확인할 앱 COCOA를 설치합시다.
(3) 감염자 및 그 가족, 의료(병원 등)종사자들에게 근거없는 비방, 차별적인
언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〇사업자 여러분께

(1) 가이드라인에 의한 감염증 방지대책(특히,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특히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여러분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1 외출에 대해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감염방지 대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고치현과 다른 지방과의 왕래에 대해

(1) 확산방지 대책 등 중점조치된 지역(미야기현, 도쿄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오키나와현)과의 오고 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때는 마스크 착용과 3밀(密)을
피하기 등 반드시 감염방지 대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여행할 때는 감염 상황이 심하지 않은 지역을 택하고, 혼잡하지 않은 시기에 평상시에
만나는 친구와 함께 편하게 지내세요.
(3) 고치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지방의 지사가 발표한 요청이나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4) 그런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이나 이동을 신중하게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분, 몸의 상태가 나쁜 분은 고치현과 다른
지방으로의 왕래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식에 대해 다음 항목에 주의하면서 즐겨주세요.
(1) 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십시오.
(2) 말을 많이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비말 감염을 방지하도록
해야합니다.
(3) 특히 술을 마시는 곳에서 ‘술잔을 올리거나 돌려주기’, ‘큰소리로 말하기’,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기’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4) 연도가 바뀔 때 행하는 환송영회, 꽃놀이 등의 음식을 먹는 장소에서는 (2), (3)의
대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관과 호텔 연회를 개최할 때 주의 사항은 별지
“여관 호텔 연회장 ‘with 코로나의 New Normal’(코로나 와중에서 새로운 상식),
여기에 ‘도사의 오캬크（お客; 고치현의 연회라는 뜻） 8책(策)”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벤트 등에 대해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사항을 살피고 업종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1) 인원수 상한
・ 큰소리로 내는 환성과 성원 등 예측되지 않는 이벤트(클래식 음악콘서트, 식전,
전시회 등) 수용률: 100%
・ 큰소리로 내는 환성과 성원 등이 예측되는 이벤트(록·팝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수용률: 50%
(5명 이내의 동일한 그룹에서는 좌석 등의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수용률50퍼센트를 넘어도 괜찮습니다.)
(2)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벤트나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미리 고치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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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현립시설에 대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지켜, 평상처럼
개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