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개정안)에 대한 개요
2022년 3월 7일 (월) ～ 3월 21일 (월)
조치구역
기간
도 전역
실시내용 감염력이 보다 강한 오미크론주의 BA.2계통 감염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신규감
염자수 및 의료부하의 꾸준한 감소･억제를 위해 특조법에 의거한 요청 등을 실시

１ 행동변화 요청
외출
이동
회식

○ 혼잡한 장소나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로의 외출・이동 삼가
○ 불필요한 도도부현 간의 이동은 적극적으로 삼가
○ 요청된 영업시간 변경의 시간 이외에는 음식점 등의 이용 삼가
○ 회식은 ４인 이내 등 소수인원, 단시간으로, 과음은 피하고, 큰 소리는 내지 않으며,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２ 음식점 등에 요청
 영업시간 및 주류판매
 〔인증점〕
➀영업시간은 5시～21시까지, 주류판매는 11시～20시까지 또는
➁영업시간은 5시～20시까지,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비인증점〕 영업시간은 5시～20시까지,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동일 그룹, 동일 테이블의 입점안내를 4인 이내로 제한한다.
※대상자 전원 검사 및 백신・검사패키지제도 적용을 실시한다.

 노래 설비를 사용할 경우 밀접 접촉을 피하고 자주 환기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지킨다.
【음식점 등에 대한 협력금】 3월 7일～3월 21일까지 모든 기간 （15일 간）협력
〔인증점〕 【①의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１점포당 37.5만엔～112.5만엔, 대기업：１점포당 최대 300만엔
【②의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１점포당 45만엔～150만엔, 대기업：１점포당 최대 300만엔
〔비인증점〕
중소기업・개인사업자：１점포당 45만엔～150만엔, 대기업：１점포당 최대 3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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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이벤트 개최 제한
○ 인원상한 및 수용률

〔감염방지안전계획책정〕 인원상한 20,000명, 수용률 １００％이내
〔기 타〕
인원상한 5,000명, 수용률 ５０％（큰 소리 있음） 또는 １００％（큰 소리 없음）
※대상자 전원 검사 및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 적용을 시행하지 않는다.

○ 영업시간은 21시까지, 주류 판매는 20시까지

４

대규모 집합시설 등에 대한 요청

○ 입장자 정리 등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 노래방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밀접 접촉을 피하고 자주 환기 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５

사업자에 대한 요청・협조의뢰

○ 출근자 수의 삭감 목표를 정하고, 재택근무(텔레워크)나 휴가활용, 시차 출근 등을 추진한다
○ 사업계속계획(BCP)의 점검, 책정 등, 사업 지속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응을 실시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직원의 마스크 착용 등 대책을 철저히 하고 소인원으로 분할 보육을 실시한다.
○ 고령자 시설에서는 온라인 면회 등의 대책을 철저히 한다

6 학교에 대한 요청
○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시행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구역은 여행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 부활동은 엄선하여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하고, 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는 중지와
더불어 학교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다른 학교와의 연습 경기나 합숙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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