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단계 상황과 협조요청

의료제공체제 등의 부하 감시체제 감염상황

병상전체
중증자용
병상

요양자수
검사
양성률

신규
감염자수

전 1주
와의 비교

감염경로
불명비율

10/27 151상 2상 증가 증가 291
명/주

증가 42％

10/26 150상 3상 증가 증가 295
명/주

증가 42％

단계2
기준 150상 15상 증가 증가 107

명/주
증가 50％

10월28일 기준、단계2로 이행



사회경제활동과의 양립을
진척하기 위한 중요단계

「경계단계２」의 기준인식

■단계2는、감염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는 상황

■사회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이 단계에서 철저한
대책



집중대책기간

집중대책기간

10/28(수)～11/10(화)
（２주간）



집중대책기간의 시책

① 「특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한 도민들의 협조요청

② 도에 의한 감염확대방지
대책을 한층 더 강화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적 시책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도민 여러분께 협력요청①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0800-222-0018（무료콜）로

전화해 주세요

※ 삿포로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귀국자·접촉자상담센터(#7119)로, 아사히카와시
· 하코다테시 · 오타루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각 시의 보건소에 상담을

※※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홋카이도외국인상담센터(011-200-9595)로 상담을

혹시、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건강 상담센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의 상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철저

음주를 동반하는 경우, 업무후나 휴식시간, 

고령자 등과 접촉하는 시간 등

도민 여러분께 협력요청②

감염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가 없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

○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에서、
・마스크 없이 장시간 접대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을 엄수하지 않는 경우

○ 휴식시간이나 탈의실, 흡연실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

○ 마스크 없이 큰 소리로 노래방 이용

옥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없이 장시간 대화는 고위험



감염위험을 높이기 쉬운 경우

술자리가무르익음에
따라감염방지에대해
허술해져버림

차로이동하거나식사중
등 3밀이발생하기쉬움

５ 옥외에서의활동전후

환기가나쁜폐쇄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정체하기쉬움

４ 격한호흡 동반운동

항상함께하는
행동으로인해
감염확대고위험

３ 집단생활

방심하여마스크를
벗고대화해버림

１ 음주동반 ２ 업무후나휴식시간



「텔레워크」의 추진

「시차출근」을 더욱 활용

「국가의 접촉확인앱（COCOA）」이나

「도의 코로나통지시스템」 활용

도민 여러분께 협력요청③

재택근무합시다

시차출근합시다

홋카이도 코로나통지
시스템과 접촉확인앱

(COCOA)을 활용합시다



○ 전화회선 증강으로

일반상담창구의 체제 강화

○ 담당의사 등에 의한

상담·진료·검사의 실시 등,

발열환자에 대한 진료체제 등 정비

도에 의한 더욱 강화된 대책(상담진료검사체제①)



○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흥국별
즉응체제를 더욱 정비

도에 의한 더욱 강화된 대책(상담진료검사체제②)

피험자격벽이나
차량내외의압력차를
발생시키는에어콘을
탑재한감염방지사양

검체채취용차량

○ 검체채취용차량의 도입 등,
감염확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PCR검사 등의 실시



도에 의한 더욱 강화된 대책 （전달/주의환기 등）

○ 출장강좌의 실시、시정촌 및
지역과 연계한 정보전달 및 주의
환기

○ 신 홋카이도 스타일의 실천이나

텔레워크의 진척 등, 기업에 대한

협조요청 강화



삿포로시와의 연계에 의한 더욱 강화된 대책

○ 검사체제의 강화

○ 번화가에서의 집중적인
주의환기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분의 상담

「＃７１１９」

구급안심센터 삿포로
（귀국자・접촉자상담 센터）

０１１－６３２－４５６７

일반상담창구

※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홋카이도외국인상담센터（011-200-9595）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