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 

현민 여러분께(발췌) 

 

어제 정부에서 시마네현을 포함한 39개 현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선언이 해제된 지역이라도 감염 위험이 없어진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본적인 감염 

방지책은 계속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 다시 감염 확대 경향이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서 재차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마네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현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① 「3밀(密)」을 철저히 피한다 

②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③ 「마스크 착용」 

④ 「손 씻기 등의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출」에 대해서는 



①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 등, 도도부현을 걸친 이동은 감염증 만연 방지의 

관점으로 최대한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환기와 소독, 입장 제한을 비롯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조치 등 점포 측에서 충분한 감염 방지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이러한 곳에 외출하실 때에는 점포 측의 감염 방지대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자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 등이 있는 경우 자숙」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③ 이 외의 「3밀(密)」이 있는 장소에 외출도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2) 다음으로 현립 시설의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휴관했던 현 내 시설 중 10곳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으로 이용을 

재개했습니다. 

5월 16일 이후에는, 「3밀(密)」을 피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새롭게 16개 시설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재개한 10개 시설 중, 6곳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현 외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휴관합니다. 

 

(3) 마지막으로 현립 학교의 대응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나 학생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든 현립 학교를 5월 25일부터 재개합니다.   

현재, 모든 현립 학교는 5월 31일까지 임시 휴업입니다만, 이를 변경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하지 않도록 배려한 후, 휴업 기간을 1주일 단축합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마쓰에시 이외의 모든 현립 학교에서는 교과 지도를 위한 분산 등교를 5월 18일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기에, 이번 1주일간은 학교 현장이 혼란하지 않도록 

임시휴업을 계속한 후, 계획대로 복습과 기초 학력 정착 등을 위한 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부터는 학교를 재개한 후, 분산 등교 및 새롭게 일제 등교를 

시행하여 「3밀(密)」이 겹치지 않는 학교생활의 룰 정착을 도모하는 등의 궁리를 

더하겠습니다.  

마쓰에 시내의 현립 학교는 5월 25일에 학교를 재개한 후, 교과 지도를 위한 분산 

등교를 새롭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쓰에 시내의 현립 학교에 관련된 6월 1일 이후의 방침은, 타지역의 일제 등교 

시행 상황 등을 보고, 5월 27일을 목표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동시에 현민 여러분의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이 감염증 발생 전 상황과 조금이라도 

근접해지도록 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및 의료 확보, 현내 기업의 사업 

지속에 계속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