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말, 연도 시작 전

<재확산방지대책>에 대한 개요
구 역
목 적

기 간
2022년 ３월 ２２일 （화）～４월 １７일 （일）
홋카이도
연도
말부터 연도 시작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모임 등이 많아지는
年度末から年度始めにかけて、就職や卒業、進学等に伴う人の移動や会食機会
만큼
감염 위험 또한 높아진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の増加など、感染リスクが高まる時期を迎えることから、感染力の強いオミクロン
감염방지대책을
도모한다.
株の特徴を念頭におき、感染防止対策の徹底を図る。

１ 행동 요청
일상
생활

외출
이동

○<3밀（밀폐・밀집・밀접）>을 피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할
것과 특히 부직포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감염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무증상 도민은 검사를 받는다.
○ 혼잡하거나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는 되도록 피한다.
○ 봄 맞이 여행 등 다른 도부현으로 이동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고 이동하는 곳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한다.
○ 인증점 등 감염방지에 힘쓰는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감염방지가 제대로 되지

환송회
등

모임

않는 음식점 등은 피한다.
○ 음식은 단시간, 과음하지 말고, 큰 소리 없이 먹으며,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과 외식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모임을 삼가한다.

２

사업자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직장
음식점
등
보육원・
고령자
시설 등

○입사, 인사이동, 전근 등으로 동료간 이동이 발생하는 만큼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물론 <3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 출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도모한다.
○ 감염방지대책 체크리스크 항목을 준수하고, 특히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다.
○직원의 몸상태를 잘 관리하고 희망자에 한해 3차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보육원 등에서는 졸원식이나 입원식 등 행사 등에서 직원이나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교구재는 세밀한 부분까지 소독을 하는 등 기본적 대책을 철저히 준수한다.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레크레이션 시 마스크 착용, 픽업시 창문 열어 두기
등을 철저히 지킨다.

３ 학교에 대한 요청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행사를 비롯해 학교 교육 활동에서 감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의 실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한다.
○봄방학 등을 활용해 희망자에 한해 3차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후에 모임이나 학외 활동에 대해
감염방지 대책을 준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고지한다.

４ 이벤트 개최 제한
〔감염방지 안전계획책정〕 인원 상한：수용정원까지 수용률：１００％ 이내
〔기타〕
인원상한：５，０００명 또는 수용정원 ５０％ 중 많은 쪽
수용률：５０％（큰 소리 있음） 또는 １００％（큰 소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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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 방지 대책>

2022년 ３월 １８일

홋카이도

재확산방지대책
연도 말부터 연도 시작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모임 등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 위험
또한 높아진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징을 고려해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준수한다.
앞으로도 감염 상황 등에 대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제공체제의 내실화와 백신
접종의 추진을 도모하고 감염이 재확산하면 기동력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한다.
오미크론주의 특징에 관해

제76회（2022년 ３월 １５일）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애드바이저리 보드

【감염성・전파성】
오미크론주는 델타주에 비해 세대시간이 약２일（델타주는 약５일）로 단축, 배가시간과 잠복시간도 단축되며,
감염 후 재감염 위험이나 2차 감염 위험이 높고 감염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감염 장소・감염 경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감염이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환기가 잘 되지 않은 실내나 모임 등）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감염 경로도 과거와 동일하게 비말 감염, 공기 중 감염, 접촉 감염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증도】
오미크론주에 의한 감염은 델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이나 중증화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시점에서 분석된 오미크론주의 치명률은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백신 효과】
1차 접종에 의한 오미크론주 감염증 발병 예방 효과는 현저히 낮다. 입원 예방 효과는 반 년 동안은 일정 정도
유지되다가 이후 50% 이하로 낮아진다고 보고 되어 있다. 한편 부스터샷에 의한 오미크론주 감염 예방 효과, 발병
예방 효과, 입원 예방 효과의 회복이나 부스터 접종 후 백신 효과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보고 되고 있다.
【BA.２계통】
현재 BA.２계통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감염자수의 증가（감소）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효
재생산 수 및 2차 감염 위험 등의 분석을 통해 BA.２계통이 BA.1계통보다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역
기

간

홋카이도 전역
2022년 ３월 ２２일（화）～４월 １７일（일）

【도민 및 도내에 체류중인 분들에 대한 요청①】
（일상생활에서）
◆<3밀（밀폐・밀집・밀접）> 회피, <타인과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 <환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한다. 특히
부직포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이나 이동을 삼가고, 주치의나 진료・
검사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다.（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감염에 불안감을 느끼는 무증상 도민은
검사를 받는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요청내용

（외출시）
◆혼잡하거나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는 되도록 피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이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보다 철저히 준수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신 후반의 일부 임산부

◆봄맞이 여행 등 타 도부현으로 이동 시에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고 이동하는 곳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삼가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 도민 및 도내에 체류중인 분들에 대한 요청 ②】
（환송회 등 모임에서）
◆홋카이도음식점감염방지대책인증점 등 감염방지를 위해 힘쓰는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감염방지에 노력하지 않는 가게는 피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요청내용

◆음식점 등 이용 시에는 음식점에서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조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 음식은 단시간, 과음하지 말고, 큰 소리 없이 먹으며,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특히 인원이 많거나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할 때는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사람과의 외식은 되도록
삼가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홋카이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협조요청】
◆방문시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방문지에서는
협력의뢰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삼가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자체를
자제한다.
내용
（협력의뢰）

【사업자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①】
（직장에서）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입사, 인사이동, 전근 등에 의해 동료간 이동이나 모임 등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3밀> 등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쓴다.
특히 <장소 이동>(휴게실, 편의실, 흡연실 등)에 주의한다. （협력의뢰）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권장한다. （협력의뢰）
요청・
협력의뢰 ◆ 사업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사업계속계획（ＢＣＰ）을 점검, 책정하는 등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지장이
내용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력의뢰）
（음식점 등에서）
◆감염방지대책 체크리스트 항목을 준수한다. 특히 대화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알린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감염방지 조치를 알릴 수 있는 홋카이도음식점감염방지대책인증제도의
인증을 취득한다. （협력의뢰）

【 사업자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②】
（보육원, 인증 어린이집, 고령자시설 등에서는）
◆ 직원의 몸상태를 잘 관리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3차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요청・
◆보육원, 인증 어린이집 등에서는 <보육원의 감염증 대책 가이드라인> 등에
협력의뢰
따라 졸원식이나 입원식 등의 행사시, 직원이나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내용
수 있도록 하고 교구재 등은 세밀하게 소독하는 등 기본적 대책을 준수한다.
또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아동의 등원을 자제시킨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고령자시설 등에서는 <간호환경에서의 감염대책 방안> 등에 기초해,
레크레이션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픽업시에는 창문을 열어두며, 온라인
면회를 시행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학교에 대한 요청】
◆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를 포함해 학교 교육 활동 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며,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은 실시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 아동・어린 학생의 동거 가족의 감염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학급・학년・전교에

걸친 빠르고 폭넓은 휴교 조치를 강구한다. 이 때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학생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집단숙박행사（수학여행, 숙박학습 등）의 경우 감염위험이 높으면 실시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호자나 여행처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부활동은 시간, 인원, 장소, 내용 등을 엄선해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면서
요청내용
실시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중지한다. 또한 건강상태를 중복 체크하고
감염방지대책에 대한 전교지도체제를 확립, 학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타교와의 연습시합이나 합숙은 실시하지 않는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교직원의 몸상태를 잘 체크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봄방학 기간을
활용해 희망자는 3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대면・온라인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감염방지와
수학 기회의 보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한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후 모임이나 학외 활동 시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킨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이벤트 개최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인원상한
및
수용률

○인원상한※1
５，０００명 또는 수용정원 ５０％이내 둘 중 많은 쪽
○수용률※1
[１００％이내] 큰 소리없음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
[ ５０％이내] 큰 소리 있음※2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
〈감염방지 안전계획을 책정하는 경우※3〉
○인원상한
수용정원까지
○수용률
１００％이내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이벤트 개최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원상한과 수용률 둘 중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의 조건을 만조할 필요）
※2 큰 소리란 ＇관객 등이 평소보다 큰 성량으로 반복・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는 이벤트가 ＇큰 소리 있음＇에 해당합니다.
※3 감염방지 안전계획에는 이벤트 개최시 필요한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벤트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기재한다（참가인원이
5,000명 초과이고 수용률 50% 초과인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개최 ２주전까지제출）.

◆ 이벤트 개최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주최자 ◆ 접종확인 어플（COCOA） 도입, 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마련한다.
요청
내용 참가자 ◆이벤트 전후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한다. （협력의뢰）

（특조법 제２４조 제９항）

【공립시설】
공립시설

◆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지역 감염상황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