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홋카이도의 단계분류

（개요）

목 적
○ 백신 접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체제에 대한 포화상태가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의 회복을 촉진한다.
○ 신규 감염자수 등을 주시하면서 의료체제에 대한 포화상태에 중점을 두고 감염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후 대책을 강구하다

각 단계의 분류
단 계０

（감염자제로 단계） 신규감염자수 제로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계１

（유지 단계）일반의료의 안정적 확보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단 계２

（경계강화 단계） 신규감염자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의 부하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단 계３

（대책강화 단계） 일반의료를 상당 정도 제한해야 한다.

단 계４

（피하고 싶은 단계）일반의료를 크게 제한해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을 대상으로한 운용
○ 단계 운용은 원칙적으로 도 전역으로 하면서 삿포로시를 대상으로 한 운용을 실시한다. 삿포로 시내에 대한
대책은 삿포로시로의 통근 및 통학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도 고려하여 주변 시정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
○지역의 감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한 후, 지역을 한정한 대책을 검토

１

단계이행지표 및 대응기준
단
계

이행지표

대응기준

０ 일정기간(2주간 정도) 신규 감염자수 제로인 날이 ○ 기본적 감염방지행동에 대한 실천 촉진
계속됨

１ 신규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발생
①「병상(또는 중증병상) 사용률」이 20%를 초과
②「신규 감염자수」가 10만명당 15명/주를 초과
２ ③ 「요양자 수」가 10만명당 20명을 초과
①~③ 모두를 충족

３ 「병상(또는 중증병상) 사용률」이 50%를 초과

○ 특히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 및 행동에 유의하도록
기본적인 감염 방지 행동의 실천을 촉구
○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 및 행동을 피하도록 요청 등
○ 일정기간(2주간 정도) 감염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제한에 대한 요청을 실시하는 동시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국가에 요청할 것을 검토
○ 더욱 감염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단계3으로의
이행도 염두에 두고 긴급사태 조치의 실시에 대해
국가와 협의
○ 긴급사태 조치 또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하에서
강한 제한을 요청
○ 더 강력한 제한을 수반하는 요청

４ 「병상 사용률」이 10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예) 외출 자제, 음식점 휴업, 시설 사용 정지,
이벤트 중지, 대중교통기관의 운행 시간표 대폭
재검토, 직장 출근 인원 대폭 삭감 등

◆ 단계이행 판단에 있어서는 장래 병상 수를 예측하는 방식과 더불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나 양성률 등
다양한 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감염 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변이주의 영향으로 인한 감염확산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단계이행이나 대책을 앞당긴다.

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