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도쿄 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도쿄도의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는 종료되었습니다.
○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 도쿄도는 리바운드 경계기간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는 사람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을 바꿔 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

도쿄도에 사는 사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영업시간 단축・이벤트 등에 대한 부탁
※ 다음페이지를 봐 주세요.

〇사람이 많은 시간에 외출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〇창이 없는 장소나 환기를 할 수 없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〇사람과 가까이서 말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〇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십시오.

〇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〇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으십시오.

〇여행이나 업무로 도쿄도에서 나가거나 도쿄도에 들어오거나 할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〇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있는지 걱정될 때는 PCR검사를 하십시오.

4월 25일（월） 자정부터 5월 22일（일）밤 12시까지기간



시설 부탁 내용

음식점

 “업종별 지침”을 지켜주세요.

 “철저한 점검 TOKYO 지원”프로젝트의 “감염 방지 철저한 검사필증※１”을 받고, 
가게 앞에 붙어있는 가게
“철저한 점검 TOKYO 지원” 프로젝트의 규칙을 지켜주세요.

①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단체 손님은 8명까지 같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머물 수 있는 시간: 2시간 이내입니다.

②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음성 증명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종이)등을

확인해 주세요.

9명이상 이어도 같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머물 수 있는 시간: 2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TOKYO 왁션 앱 ※2'을 사용해 주십시오.
'TOKYO 왁션 앱'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유흥 시설 등

연회장 등

(결혼식장)

시설 (레스토랑 · 카페 등)에 부탁하는 것①



시설 부탁 내용

음식점

 노래방 기기가 있는 가게

・방 하나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환기해주세요.

・마이크를 소독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유흥 시설 등

연회장 등

(결혼식장)

시설 (레스토랑 · 카페 등)에 부탁하는 것 ②



시설 부탁 내용

영화관, 극장, 연예장 등  노래방 기기가 있는 가게

・방 하나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환기해주세요.

・마이크를 소독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시설이 손님에게 부탁하는 것

・여럿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식사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가게나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수를 줄어주십시오.

 “업종별 지침”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집회장, 공연장 등

전시장, 문화회관 등

백화점・쇼핑센터 등

호텔・여관(연회장만)

야구장, 체육관, 스포츠 클럽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파친코, 
오락실 등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

개인실이 있는 목욕탕업을 포함한
공중 목욕탕, 개인실 DVD방 등

대중목욕탕, 에스테틱업 등

자동차 교습소, 학습 학원 등

기타 시설에 부탁하는 것



시설 시설에 입장 가능한 인원수

영화관, 극장, 연예장 등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이벤트

※정원＝입장 가능한 인원수

・정원 5,000명 이하

→정원까지

・정원이 5,001명 이상～10,000명 이하

→ 5,000명까지

정원이 10,001명 이상

→ 정원의 50%까지

・정원이 5,001명 이상、 손님이 5,001명 이상이며

손님이 정원의 50% 초과할 경우

→ ”감염 방지 안전 계획※ ”을 도쿄도에서 발령한 경우는 정원까지

■큰 소리를 내는 이벤트

→정원의 50%까지

집회장, 공연장 등

전시장, 문화회관 등

백화점・쇼핑센터 등

호텔・여관(연회장만)

야구장, 체육관, 스포츠 클럽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파친코, 
오락실 등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

개인실이 있는 목욕탕업을 포함한
공중 목욕탕, 개인실 DVD방 등

대중목욕탕, 에스테틱업 등

자동차 교습소, 학습 학원 등

이벤트를 하는 시설에 부탁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