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쿠사이히로바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5 월 14 일(목)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어, 5 월 25 일(월)부터 ‘고쿠사이히로바’를 

재개합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 및 현의 방침에 따른 아래의 대책을 실시 합 

니다.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오니, 모쪼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관 후에 정부 및 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변경이나 

재단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고쿠사이히로바’를 휴관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 ～ 

 

１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당부 말씀   

○ 발열, 기침, 목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방문을 삼가 주십시오.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협조하시지 않는 경우는 입장하시지 못하니 모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에는 알코올 손소독과 검온에 협조해 주십시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의 연락에 대비해 입장 시 연락 카드의 기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좌석은 지정제로 합니다.  

○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좌석 수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 회수는 하루에 1 번, 이용 시간 

(체재시간)은 1 시간 이내, 모든 좌석은 지정석제로 운영합니다.  

만석이 된 경우 입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모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수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문이나 잡지의  

비치를 중지합니다. 

○ 홍보물 등 배포용 물품은 손으로 만진 후 원래 위치에 돌려놓지 마십시오. 

○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２ 시설 환경 대책  

  여러분의 시설 이용을 위해, 감염 방지와 ‘3 밀’을 피하기 위한 아래의 대책을 

실시합니다.  

【감염 방지 대책】 

○ 다수의 사람이 접촉하는 장소나 공유하는 물품(테이블, 의자 등)은 적절하게 

소독합니다.  

【밀폐 회피 대책】 

○ 발코니 측의 창을 개방하여 항시 실내 환기를 꾀합니다. 

【밀집 회피 대책】 

○ 분리 가능한 테이블은 하나씩 분리해 한 테이블에 한 좌석을 배치합니다. 

○ 분리할 수 없는 긴 테이블은 좌석 수를 6 석에서 2 석으로 줄여 배치합니다. 

【밀접 회피 대책】 

○ 분리한 테이블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합니다. 

○ 분리한 테이블 공간과 긴 테이블 공간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합니다. 

○ 긴 테이블은 중앙에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 시트를 설치합니다.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