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현에 긴급사태가 선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021 년 8 월 18 일
※이번에 갱신된 부분은 붉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17일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가 계속되어 있어 8월20일부터
후쿠오카현을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9월12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1.외출 자제에 관하여
・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낮 시간도 포함한 불필요한
외출,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오후 8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예
의료 기관에 통원이나 식료품,의료품,생필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에 통근,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이나 산책 등
단, 백화점 지하 식료품 매장 등의 혼잡한 장소에 외출은 자제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외출하는 경우라도 가능한한 가족 또는 평상시 함께하는 사람과 적
은 인원으로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외출이나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도도부현으로 이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출발지나 도착지의 공항 등에서 실시되는 PCR 검사 등을 활용해서
감염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9월12일까지 주의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내의 공공시설은 폐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시 주최 이벤트는
중지 또는 연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집객시설을 8월20일부터 입장제한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 지하철 모든 노선（공항선・하코자키선, 나나쿠마선）은 막차시각을
1시간 앞당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０９２− ７３４− ７８００（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2.감염 방지 대책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감염 대책（양치, 손씻기, 3 밀 피하기, 마스크 착용, 환기）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２０대부터 30 대 젊은 층은 감염확대가 보여 중증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십시오.
・ 노상,공원 등에서 집단으로 음식하는 등 감염 리스크가 높은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기관 이용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큰 목소리의 대화를 삼가해
주십시오.
【음식에 관하여】
・감염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휴업요청 또는 시간단축 영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 이용은 철저히 삼가해 주십시오.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이용해 주십시오.
・입점 시에 체온을 측정하고 손가락을 소독해 주십시오.
발열 등의 감기 증세가 보일 때는, 먼저 자주 치료받는 의사 등 지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할 의료기관을 잘 모르시는 분, 불안이나
걱정이 있는 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다이얼（진료・상담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어 상담 전화（19 개국어로 대응합니다）
전화번호：092-687-5357 접수시간：24 시간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순차적으로 갱신되는
다음의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후쿠오카현
→https://www.pref.fukuoka.lg.jp/contents/covid19emergency-details.html
후쿠오카시「외국인 지원」페이지
→https://www.city.fukuoka.lg.jp/shisei/gshien/index.html
후쿠오카시「백신 접종」페이지
↓
https://www.city.fukuoka.lg.jp/soki/kokusai/shisei/japanese/COVID19vaccine_SJ.html

후쿠오카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란을 겪는 재류외국인 상담창구」
↓
https://www.city.fukuoka.lg.jp/soki/kokusai/shisei/COVID19gaikokujinsoudanjp.html

３．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요청
【８월 19 일（목）까지】
후쿠오카시내의 음식점（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분은 영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택배, 포장배달서비스는 제외, 야외영업（포장마차）은 포함）
※주류는 제공하지 마십시오.
※스낵 주점과 노래방 찻집 등은 노래 설비 이용을 자숙해 주십시오.

【8 월 20 일（금）부터 9 월 12 일（일）까지】
후쿠오카시내에서 주류 또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 경영자는 휴업해
주십시오.（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주류 또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경영자는 영업시간을 오전
5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해 주십시오.
（택배, 포장 서비스는 제외, 실외 영업（포장마차）는 포함）
※휴업요청 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협력하신 사업자께는 중소기업 1 일
4 만엔부터 10 만엔, 대기업은 1 일 최대 20 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갱신되는 후쿠오카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후쿠오카현 홈페이지
↓
https://www.pref.fukuoka.lg.jp/contents/covid19emergency-details.html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 점포 내에서는 30 분에 1 회, 5 분 정도, 두 방향의 창을 완전히 여는 등, 충분히
환기를 해주십시오.
・ 손가락 소독 설비를 마련하고 사업소를 소독해 주십시오.
・ 이용자에게 입점 시에 체온 측정과 손가락 소독을 주의해 주십시오.
・ 이용객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 사람과 사람 간 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말 비산방지에 효과가 큰
아크릴판 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감염방지 선언 스티커」등을 게시하여
감염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 점포 입구 등에서 식사 중이 아닌 때의 마스크 착용 및 몸상태가 안 좋은
손님의 입점을 거부한다고 공지해 주십시오.
・ 체재 시간이 장시간（2 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４．이벤트 개최 제한에 관하여
【８월 19 일(목)까지】
① 큰 목소리로 환성이나 성원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최대 수용률 100％이내.
최대 인원수 5,000명
※수용률과 인원수는 최대로 둘 중 적은 쪽
② 큰 목소리로 환성이나 성원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 수용률 50％이내.
최대 인원수가 5,000명
※수용률과 인원수는 최대로 둘 중 적은 쪽
③ 지역의 행사 ,전국적인 축제,야외 축제 등
사람과 사람의 간격을 충분히（１ｍ）확보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려울 경우는
행사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④ 개최는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로 해 주십시오.

【8 월 20 일（금）부터 8 월 31 일（화）까지】
① 5,000 명 이하로 수용률 50％이내로 해주십시오.
② 주류는 제공하지 마십시오.
③ 개최는 오후 9 시까지로 해주십시오.
※참고：후쿠오카시 독자적인 경제지원책에 관하여
①휴업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
후쿠오카현에서 휴업을 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포 등의 1달 임대료 5분의 4,
50만엔을 최대로 지원합니다.
후쿠오카시 홈페이지（휴업요청으로 인한 음식점 등의 임대료 지원）
↓
https://www.city.fukuoka.lg.jp/keizai/kokusaikeizai/business/uriage_shien.html#uriage8gatu

②매상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매상이 감소한 사업자로, 정부와 현의 일시금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매상이 감소한 사업자를 위한 지원)
https://www.city.fukuoka.lg.jp/keizai/kokusaikeizai/business/uriage_shien.htm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