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도쿄 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더욱 늘어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 도쿄도는 ʼ만연방지 등 중점조치ʼ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가능한 한 집에 있고, 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 생활을 바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6월21일(월요일) 자정부터 7월11일(일요일) 밤12시까지기간

도교도에 사는 사람 집에 있어 주세요

〇 낮이나 밤이나 가능한 한 집에 있어 주세요. 가능한 한 외출하지 마세요.
〇 사람이 많은 시간에 외출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마세요.
〇 레스토랑 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가게를 선택해주세요.
〇 레스토랑 등에서 술을 마실 때는 2명 이하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90분 이내로 머물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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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부탁 내용

【음식점】

레스토랑 (술집도) ·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서비스 제외）

l 영업 가능 시간：５시부터 20시까지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５시부터 20시까지）

l 술을 판매해도 되는 가게（✓는 전부 필수입니다.）
ü『감염방지 철저선언 스티커』가 붙어 있다.

ü『코로나 대책 리더』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

ü도쿄도의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가게 앞에 붙어 있다.

＜술을 판매할 경우＞
ü２명 이하

ü 술 판매 가능 시간：11시부터 19시까지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11시부터 20시까지）

l 가게에 머물 수 있는 시간：90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가 늘어나면 바뀝니다.

l 노래방 기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유흥 시설 등】

카바레, 스낵 등

【집회장 등】

결혼식장

감염방지 철저선언

스티커

부탁하는 시설（레스토랑 · 카페 등）



시설-예 부탁 내용

시설

-가게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매장 제외）

l 영업 가능 시간（생활에 필요한 매장 제외）
1,000㎡보다 넓은 시설︓5시부터 20시까지

1,000㎡이하의 시설︓가능한 한 5시부터 20시까지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
가능한 한 5시부터 20시까지）

l 입장객을 줄여주세요.※

l 술을 팔지 마세요.※

l 손님의 술 반입은 금지입니다.※

l 『업종별 지침』을 지켜주세요.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은 가능한 한 부탁드립니다.

파친코, 

오락실 등

개인실이 있는 목욕탕업을

포함한 공중 목욕탕, 개인실

DVD방 등

대중목욕탕, 
에스테틱업 등

부탁하는 시설



시설-예 부탁 내용

시설

-이벤트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 l 관람객(손님)은 5,000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큰 소리를 내는 이벤트는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의 50%까지

관람객(손님)을 줄여주세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이벤트는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 100％
까지 가능합니다.※

l 영업 가능 시간

이벤트가 있을 때：21시까지

이벤트가 없을 때：20시까지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21시까지※）

l 입장객을 줄여주세요.※

l 술을 팔지 마세요.※

l 관람객(손님)의 술 반입은 금지입니다.※

l 『업종별 지침』을 지켜주세요.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섬 지역은 가능한 한 부탁드립니다.

야구장, 체육관, 
스포츠 클럽 등

영화관, 극장, 연예장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집회장, 공연장 등

전시장, 문화회관 등

호텔 · 여관
(연회장 만)

부탁하는 시설 （이벤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