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KO） 

긴급 사태 조치 강화 및 

후쿠오카현 코로나 19 백신 광역 접종 센터 설치에 관하여 

 

2021년 5월 20일(목요일) 발표 

 

 

긴급 사태 조치 시행 후 8일이 경과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휴업・

영업시간 단축 등의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많은 

현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코로나 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객 시설에 대해 

주말(토・일) 휴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〇 인파는 평일, 주말 모두 1 월의 긴급 사태 선언 때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지만,       

작년 4월 긴급 사태 선언 때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 월 12 일(수요일), 과거 최다인 634 명이었으며 최근 

4일간은 전 주의 같은 요일과 비교하여 감소 중이지만, 5월 19일(수요일)은 

500명에 육박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병상 사용률은 5 월 19 일(수요일) 기준 77.5%, 중증 병상 사용률은 

52.5%입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한 후에야 입원자 수 또한 정점에 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감염 대유행은 이전의 대유행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원종보다 전염력이 

강한 변종의 유행으로 외출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긴급 사태 조치를 끝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집객시설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조치】 

 
〇1,000m2를 초과하는 시설, 구체적으로 

 

・백화점, 쇼핑몰 등 「상업 시설(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함)」 

・파칭코, 게임센터 등 「오락 시설」 

・경마・조정, 마권 장외 발매소 등 「유흥 시설」 

・스파 시설, 에스테틱 등 「서비스업(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함)」 

 

은 긴급 사태 조치 기간에는 영업시간을 20시까지로 단축하고 추가로 5월 

22 일(토요일) 이후, 주말 휴업을 요청합니다. 협조해주신 시설에는 

협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 외 집객 시설 또한 시설 내외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객의 질서 

유지, 유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자 수 삭감】 

 

출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시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출근자 수의 70% 삭감을 목표로 재택근무, 시차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현청에서도 감염 대책과 아동 상담소 업무 등 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휴가 등을 

활용하여 5 월 14 일(금요일) 기준 67.5%, 약 70% 가까이 출근자 수를 

줄였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백화점, 파칭코 등에 대한 주말 휴업 요청으로 인해 가까운 다른 현의 

점포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규슈 지사회에서도 각 현의 지사와 현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현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주십시오. 

 

〇또한, 주야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철저히 삼가십시오. 외출 시에는 정말 

필요한 외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주십시오. 

 

 

 

 



 

 

【의료 체제】 

 

〇현에서는 코로나 19 양성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4 월 19 일(수요일) 기준 

802개에서 임시로 추가하여 현재 1,206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중증 병상은 

111개에서 158개로 늘렸습니다.  

 

숙박 요양 시설은 5월 이후 새로이 2개소를 개설하여 총 1,734실입니다. 

 

병상 목표는 1,220개, 긴급 시에 대비하여 1,480개를 확보할 것입니다. 숙박 

요양 시설 목표는 2,000 실입니다. 

 

 

【후쿠오카현 광역 접종 센터】 



 

〇코로나 19의 최후의 수단으로 기대되는 백신은 시정촌에서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에서는 접종을 희망하는 현내 주재 고령자 여러분이 7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후쿠오카현 광역 접종 센터」를 2개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다가와시에 있는 「후쿠오카 현립대학」과 미야마시에 있는 「보건 의료 

경영 대학」입니다. 

 

두 곳 모두 1일 최대 1,0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이며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7월 말까지 백신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집단 접종 회장의 설치 신청이 

있던 시정촌의 고령자입니다. 

 

회장까지의 이동 수단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6 월 초부터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