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홋카이도 경계 스테이지 상황

의료제공체제 등 부하 감시체제 감염상황

병상전체
중증자
병상

요양자
수

검사
양성률

신규
감염자수

지난주와
비교

감염경로
불명비율

11/6 314상 10상 증가 증가 626
인/주

증가 54％

스테이지3 
기준 250상 25상 증가 증가

133
인/주 증가 50％

11월７일을 기해 스테이지３로 이행



도내 「경계 스테이지３」로 이행

■도에서는 국가 분과회에서 제언한 4가지
구분을 기준으로、빠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５단계 경계스테이지를 설정

■지금부터 국가 스테이지Ⅱ 에 상당한

홋카이도 독자스테이지３로 이행

国 Ⅰ Ⅱ Ⅲ Ⅳ

道 １ ２ ４ ５３



사회경제활동의 피해를 억제하면서

감염상황에 따라 지역이나 업태를

한정해 도민 등에게 특조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을 요청

감염확대 억제를 도모하는
중요한 스테이지

「경계 스테이지３」 기본인식



집중대책기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11/７(토)～11/27(금)



집중대책기간 중 시책

① 특조법 제24조 제９항에
의거 협조요청
（삿포로 시내와 도내 전체로 나눠 요청）

② 도의 감염확산방지대책을
한층 강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취할 시책



１

특히 삿포로시의 협조요청①

줄이도록 행동할 것

비말로 인한 감염위험 상승

경각심이

준다

마스크를

벗는다

큰소리로

말한다

도민 및 도내 체류중인 분들께

특히 술을 마실 때 감염위험을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특히 삿포로시내의 협조요청②

１

※1 미나미３죠 니시２초메, 미나미３죠 니시６초메, 미나미８죠 니시２초메, 미나미８죠 니시６초메에 둘러싸인 지역

※2 주류제공 시간을 ５시부터 22시까지로제한한 시설은 제외

스스키노지구 의 경우
※1

２２시부터 다음날 ５

시까지 주류제공시설
※2

의 이용을 피한다.

도민 및 도내 체류중인 분들께



특히 삿포로시의 협조요청③

삿포로 시내 사업자분들께２

※미나미３죠 니시２초메, 미나미３죠 니시６초메, 미나미８죠 니시２초메, 미나미８죠 니시
６초메에 둘러싸인 지역

스스키노지구※

의 음식점 등에서는

영업시간 등을 단축



도 전체에 대한 협조요청①

１

「신홋카이도 스타일」 을
실천하고 있는가게나 시설 이용

도민 및 도내 체류중인 분들께



도 전체에 대한 협조요청②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외출을 자제한다

■감염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세정을 철저히 한다



‘재택근무’ 추진

‘시차출근’ 적극 활용

접촉확인 어플（COCOA）이나 도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통지 시스템 활용

도 전체에 대한 협조요청③



도 전체에 대한 협조요청④

３

‘신홋카이도 스타일＇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기

사업자분들께



도의 감염확산방지 대책 한층 강화①

상담・진료・검사체제 한층 정비１
■발열환자 진찰・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도 전체 ６００개 이상
확보

■ ＰＣＲ검사체제를 강화해
１일 ２，５５０명분 검사가능

■집단감염 이 발생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각 진흥국의 즉답체제
한층 정비



도의 감염확산방지 대책 한층 강화②

인식확산 강화２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광고

■계절성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광고

■젊은층에게 ＳＮＳ등을 이용한
공익 메시지 발송

■ 사업자와 이용객에게 코로나통지
시스템 등록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