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사태 조치 시행에 관하여 

2021 년 5 월 7 일 발표 

5 월 12 일(수요일)부터 5 월 31 일(월요일)까지 긴급 사태 조치로서 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주야를 불문하고, 특히 20 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금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 472 명이며, 그중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외출 전에, 이 외출이 지금 정말 필요한 외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 중이므로 현민 여러분께서는 외출 자제를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혼잡한 장소나 시간대를 피하고, 도도부현 간의 불필요한 이동, 현내라고 

할지라도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해 주십시오. 

韓国語（KO） 



 

○２,30 대 청년층 사이에서 4 월 중순 이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중증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주십시오. 

철저한 감염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음식점 등과 휴업 요청,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은 엄중히 삼가십시오. 

 

○길거리나 공원에서의 집단 음식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은 삼가십시오. 

 



【음식점 등에 드리는 요청】 

 

○음식점에서 주류와 노래방 설비의 제공을 삼가십시오. 

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은 휴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객에 의한 주류 반입이 가능한 음식점 또한 휴업을 부탁드립니다. 

주류 및 노래방 설비 제공을 하지 않는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을 5 시부터 

20 시까지로 해주십시오.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조해 주신 음식점주 여러분께는 

협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1 일 4 만 엔부터 10 만 엔 

대기업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 만 엔 

【집객시설에 대한 요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바닥면적 1,000 ㎡ 이상의 시설, 예를 들어 상업 

시설, 운동 시설, 유흥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은 영업시간을 5 시부터 

20 시까지로 단축해 주십시오. 

또한, 주류 제공은 삼가십시오. 

 

【출근 등에 관하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출근자 수 70% 줄이기를 목표로 재택근무의 활용, 

휴가 사용의 촉진 등을 부탁드립니다. 

출근 시에도 시차 통근,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방법을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사업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 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해 

주십시오. 

최근, 사업소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의 휴게실, 

편의실, 흡연실 등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이벤트 개최 제한】 

○수용 인원은 ‘최대 5,000 명’ 또는 ‘수용률 50% 이내’ 중 그 수가 더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덧붙여 개최 시간은 21 시까지로 해주십시오.  

 

【현영 시설・현 주최 이벤트】 

○현에서는 이번 긴급 사태 조치로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현영 시설을 

원칙적으로 폐관합니다. 

현 주최 이벤트 또한 원칙적으로 중지・연기합니다. 

 

【의료 체제】 



 

○지금까지 현민 및 사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아래 철저한 감염 확산 

방지와 의료 체제의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의료 체제는, 4 월 19 일 시점 802 개였던 코로나 19 양성환자를 위한 

병상을 수시로 늘려 금일 67 개를 새로이 확보하여 1,007 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 요양 시설은 금일 기타큐슈 시내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여 총 

1,538 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상 1,220 개, 숙박 요양 시설 2,000 실 확보를 목표로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