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말・연도초(3월 20일～4월 9일)를 맞이하여
나가노현 지사가 드리는 당부 말씀(3월 15일 시점)

연도말・연도초(3월 20일～4월 9일)는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시기를 ’감염 대책 강화 기
간’으로 지정합니다. 현민을 비롯한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하의 사항을 엄수하
여 주시고 귀성・여행, 회식・모임, 회의・휴가 등의 ’분산화’・’소규모화’・’원격
화’에 협조해 주십시오.

1 지역 간 왕래(출장, 여행, 귀성 등)에 대한 부탁

○ 현재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
다. 현 외를 방문할 경우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준수하고 여럿이서 회식을 하
는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삼가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러한
감염 대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방문 계획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기간 중 나가노현은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는 지역을 알려드릴 예정
이오니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 진학・취직・귀성으로 나가노 현을 방문하시는 분께서는 인원 분산을 위해 감
염 대책 강화 기간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 전
2주 간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2 일상 생활에 관한 부탁

○ 사람과 접촉할 때 마스크 착용,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자제, 회복했을 시
2일 이내로 외출 자제 등 감염 방지 대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회식하는 경우에는 나가노판 ‘새로운 회식 수칙’을 엄수하고 만일 감염 대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식을 삼가주십시오. 회식 시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
(약 1미터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장시간(약 2시간 초과)동안 머
무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회식이 잦은 시기지만 실내외를 불문하고 평상시 같이 생활, 근무하지 않는 사
람과의 회식은 가급적 삼가주십시오.

3 사업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분들께 드리는 부탁

○ 입사식・입학식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검토해 주
십시오. 또한 가능한 한 전근・이사는 감염 대책 강화 기간을 피하여 분산화에 협
조해 주십시오.

○ 전근・입학 등으로 감염 확대 지역에서 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입 전 2주간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차별과 비방을 막고 현민 모두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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