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현의 ‘제7파’대책 등에 대하여

BA.5 대책 강화 선언（8/５～8/31）

▽ 의료 부하 증대 상황에서 가능한 한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BA.5 대책 강화 선언”를 실시합니다.
→ 선언에 따른 현민께 드리는 요청등은 현의 중점 대책 등을 바탕으로 실시（8월５일～8월31일）

현의 중점대책 등

①오미크론 대책으로 실시 중인 “４기둥”

오미크론 대책 “４기둥”

②여름방학・추석 보내기에 관한 요청

미야기 BA.5 대책 강화 선언

① 백신 접종 가속화

기본적인 감염대책 다시 철저화

② 교육,보육 현장에서의 감염방지대책
철저화

회식・식사 시의 주의환기

③ 노인·장애인시설에서의
감염억제·사업지속
④ 텔레워크·시차출근 등 추진 촉진

현
민

（증상이 가볍고 중증화 위험이 없는 분）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가한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있는 분）

여름방학・추석 보내기
①열사병에 추분히 주의하고 감염방지대책 철저화
②컨디션 악화(발열 등）시에 외출 자제
（동거가족 포함）
③다른 현으로 이동하거나 지역행사에 따른 주의환기
（건강악화자 외출자제・머무는 장소의 요청 준수 등）

백신3,4차 접종 장려
항원 정성 검사키드 등에 의한 자가검사

구급외래・구급차의 적절한 이용
사
업
자

재택근무（텔레워크）등의 추진
시설・이벤트 등에서의 감염대책 철저화
엄무계속계획에 기초한 사업계속

（특히 사회경제활동 유지에 필요한 사업자）

현민에 대한 요청내용 【현내 전지역】
8월５일～8월31일
○ 효과적인 환기, 부직포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수지위생 등, 현민 한 명 한 면이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다시 철저화
○ 열사병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근거리에서의 대화 등 장면에 따라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할 것
○ 다른 도도부현으로의 이동은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머물게 되는 도도부현이 요청하는 감염 대책을 준수할 껏
○ 회식・식사 시에는 장시간·큰 목소리를 피하고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옮기지 않는」 「옮지 않는」행동에 노력할 것
○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인증점※ 등 적절한 감염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포 등을 이용하여 업소가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할 것
※ '선택한다! 선택된다!! 미야기 음식점 코로나 대책 인증제도' 인증점

○ 감염 불안을 느끼는 무증상 현민은 검사를 받을 것

○ 가능한 한 조기에 3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것(특히 젊은 세대 분들),
또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 의료인이나 고령자 시설 등 종사자는 4차 접종을 받을 것
○ 귀성이나 여행, 대규모 이벤트 참가 시에는 현이 실시하는 무료 검사 이용을 검토할 것
○ 평소 컨디션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발열,기침,인후통 등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악화된 경우에는 동거 가족 등을 포함해 외출·이동을
자제할 것
○ 진료·검사의료기관(발열 외래)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벼운 유증상자 중 중증화 위험이 없는 분 등은 검사키트 배송·양성자 등록센터(8/5(금) 15시부터 접수 시작)를 이용할 것
○ 자신이나 가족 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잡한 장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의 외출·이동 외에
야외에서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자제할 것(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은 특히 주의할 것)
○ 의료의 부하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응급 외래 및 구급차의 이용은 적절히 실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