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쌓이는 계절을 맞아 집안에서 난방이나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감염방지행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
2021년 11월 19일
홋카이도

◆「3밀（밀폐・밀집・밀접）」 의 방지나 「사람간 거리확보」、
도민 및
「마스카 착용」、「손 씻기 등의 손소독」을 비롯해 기본적인
도내에 체제
감염방지행동을 실천합시다.
특히 , 「환기」등 옥내에서의 감염방지행동을 실천합시다.
하고 있는
여러분께
특히
외출시
특히
외식시

◆발열 및 기침 이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갑시다

◆외식시에는, 홋카이도 음식점 감염방지대책 인증점 등, 감염방지를
철저히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선택하여,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소리 없이,
대화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리스크를 방지합시다.
특히, 많은 인원으로 외식할 경우에는 보다 한층 주의합시다.

사업자
여러분께

학교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감염방지에 힘씁시다.
직장에서는 특히 「휴게실」, 「흡연실」등에서의 감염 방지에 힘씁시다.

◆ 음식점 등에서는 감염방지를 위한 대처를 어필할 수 있는
홋카이도 음식점감염방지대책 인증제도의 인증을 취득합시다.
◆ 학교에서는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감염방지에 힘씁시다
１

특조법제24조제9항에 의거한 요청

이벤트
개최

○ 인원수 상한※1
5,000명 또는 수용인원수 50% 이내 중 어느 경우든 큰 쪽
○수용률※1
[１００％이내] 큰 소리 없음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
[ ５０％아내] 큰 소리 있음※2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
〈감염방지 안전계획을 책정하는 경우※3〉
○인수 상한
수용정원까지
○수용률
１００％이내

１１월 ２５일（목）부터 접수 개시

※이벤트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긴급사태조치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실시한다는 취지가 공시된 경우 감염상황 등에 따라 조치내용을 별도로 결정합니다）

※１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양쪽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2 큰소리란 <관객 등이 평소보다 큰 성량으로 반복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
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 이벤트가 큰 소리에 해당한다.
※3 감염방지안전계획에서는 이벤트 개최시 필요한 감염방지책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이벤트마다 구체적인
감염방지책 내용을 기재한다（참가자수가 5,000명을 초과하고 수용률 50%를 초과하는 이벤트를 대상으로
이벤트 개최 ２주간전까지 제출）

●이벤트 개최에 있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가 접촉 확인앱
（COCOA）의 도입이나 명부의 작성 등을 철저히 한다.

２

도는 시정촌 및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대처를 진행합니다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대처
（１） 징조의 조기탐지와 대응
○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조사」의 철저
○집단 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현지 대책본부의 신속한 설치, 광역지원 팀의 신속한 편성 등)
（２） 감염방지의식의 양성도모를 위한 보급계발
○ 옥내 활동이나 회식 기회의 증가를 주시하고 기본적인 감염방지 행동의 보급계발
○ 송년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계절적 행사에 대한 보급계발
○ 만화나 일러스트의 활용 등, 젊은 층을 위한 보급계발
○ 지역 감염상황에 따른 진흥국별 보급계발

의료제공 체제의 확보
○ 감염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 책정
○「확보해야 할 병상 수」, 「보건소·지역 의료기관 체제」를 포함한 「보건·의료제공 체제
확보계획」 의 책정
○ 새로운 방침이나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의료제공 체제의 착실한 정비·확보

백신접종의 촉진
○ 젊은 층의 접종률 향상을 위한 보급계발
○ 백신 효과 및 접종 후 감염 방지에 관한 보급계발
3차 접종을 위한 시정촌에 대한 지원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대처
○ 홋카이도 음식점 감염방지 대책 인증제도 보급촉진
○ 국가가 실시하는 기술실증과의 제휴를 통한 과제 정리 등

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