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arding to Fukuoka prefecture’s lifting of emergency measures and measures to be taken 
thereafter 

 
On February 28, the national government decided to lift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for this 

prefecture. 
The prefectural government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gratitude for the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efforts of the residents, businesses, medical professionals, and all those who have 
been supporting u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he number new cases continues to decline, and the hospital bed occupancy rate has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eak,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OVID-19 is under control.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new cases and prevent a rebound or re-spreading of the infection, 
it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work together.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and hardship this may cause, and ask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the following requests. 
 
Areas and period 
Area: All areas within the prefecture 
Period: Monday, March 1, 0:00 to Sunday, March 7, 24:00 
 
To all restaurants and bars 
 The business hours of restaurants will be changed from "5:00 to 20:00" to "5:00 to 21:00," and 
alcoholic beverages will be served from 11:00, with the order stop at 20:30. 
  Please continue to thoroughly implement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ach industry, and clearly indicate that you are taking measures by displaying the 
"Infection Prevention Sticker". For restaurants, we will again provide a cooperation grant (40,000 
yen per day) to those businesses that cooperate in shortening their business hours from midnight on 
Monday, March 1 to 24:00 on Sunday, March 7. 

英語 



To Prefectural Residents 
We continue to request the following. 
We ask that you refrain from unnecessary outings, both day or night, except when necessary to 
maintain life and health. Particularly, going out after 21:00. In doing so, refrain from unnecessary 
travel between prefectures or to areas where the infection is spreading as much as possible. 
Thoroughly implement basic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such as avoiding three Cs, keeping a safe 
physical distance, wearing a mask, and washing hands. 

 
To Businesses.  
To continue to reduce contact with other people, we want to aim for a reduce the number of 
employees who go to work by 70% even more, by either work from home, rotating work hours and 
such. We also ask for your cooperation in reducing work hours after 21:00, unless it is necessary for 
business continuity.  

 
 



Regarding to Holding Events 

To avoid rebounding. 
 
The most important issue after the lifting of the state of emergency is to prevent a rebound of the 
infection. 
For this reason, we would like to ask all prefectural residents to do the following. 
 
Eat meals with a small group of people you usually share a meal with. Do not shout for short periods 
of time, and please wear a mask during conversations. 
There will be many event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fiscal year. Please refrain from going on 
graduation trips, thank-you parties, and welcome and farewell parties this year. Please do not have a 
banquet if you go out to see the cherry blossom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Basic Response Policies expressed extremely 
strong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this rebound, and they agreed to the lifting of the state of 
emergency on the premise that various necessary measures would be steadily implemented. The 
national government is also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credibly careful decision 
on the lifting of the request for shorter opening hours. The prefectural government needs to decide 
after carefully assessing the future infection situation, the statu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isk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n, while receiving the opinions of experts. 
 
Finally 
 The state of emergency has been lifted, but the fight against COVID-19 is still ongoing. We would 
like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all of you to win the battle against COVID-19. We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긴급사태선언 해제와 그 후의 대응에 관하여 

 

정부에서 2 월 28 일을 끝으로 본 현을 긴급사태선언 대상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민 여러분 및 사업자 여러분, 의료 종사자 여러분, 사회의 여러 현장에서 지지해주시고 

계신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여러모로 힘써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병상 사용률도 정점일 때와 비교하면 크게 좋아졌지만 

이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고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구역과 기간 

구역：현 내 전역 

기간：3 월 1 일(월요일) 0 시부터 3 월 7 일(일요일) 24 시까지 

 

음식점에 대한 당부 

 음식점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지금까지 ‘5 시부터 20 시까지’였던 것을 ‘5 시부터 21 시까지’로 

변경하고 주류의 제공은 11 시부터로, 라스트 오더는 20 시 30 분까지로 변경합니다. 

 이어,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감염방지선언스티커’를 붙여 그 

취지를 명시해 주십시오. 또한, 3 월 1 일(월요일) 0 시부터 3 월 7 일(일요일) 24 시까지 영업시간의 

단축에 협조해 주신 사업자 여러분께는 재차 협력금을 지급하겠습니다.(지급액은 1 일 4 만엔) 

 

 

韓国語 



현민에 대한 당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당부드립니다.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낮을 불문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 

특히 21 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 또한, 불필요한 도도부현 간의 이동과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은 삼갈 것.  

3 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고 신체적 거리의 확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 

 

 

사업자에 대한 당부 

출근에 관해서는 ‘출근자 수 70% 삭감’을 목표로 재택근무나 교대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1 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해 주십시오. 

 



행사(이벤트)의 개최 제한에 관하여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선언 해제 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감염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당부드립니다.  

 

회식은 평소에도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소수로 한다. 단시간으로 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며,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연도가 바뀌면서 행사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올해도 졸업여행, 사은회, 환영 및 환송회를 삼가고 

꽃놀이 또한 연회를 빼고 할 것.  

 

정부의 기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 회장이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했으며, 이번 

긴급사태선언 해제에 관해서도 각종 필요한 대책이 착실히 행해진다는 전제하에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정부로서도 시간 단축 영업 요청 해제에 관하여 특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에서는 향후 감염 상황, 의료 제공 체제의 상황, 감염 확산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끝까지 지켜본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