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삿포로시의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분이라도 시내 의료기관에서는 시설부족으로 인해 시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부탁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의료 비상 사태라고 해도 좋을 

상황입니다.삿포로시의 의료체제는 이제 한계입니다.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고 시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삿포로시 의료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합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감염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외출 삼가에 대한 철저한 실천과 감염위험을 줄이는 행동 

실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이 급격히 감염이 확대되어 엄중한 상황이지만 시민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관련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삿포로의료비상사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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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시장 아키모토 가쓰히로 (秋元 克広) 

  홋카이도 지사    스즈키 나오미치 (鈴木 直道) 

삿포로 의사회 회장    마쓰카 하루미치 (松家 治道) 

홋카이도 의사회 회장     나가세 기요시 (長瀬  清) 

홋카이도병원협회 이사장 나카무라 히로히코 (中村 博彦) 

전일본병원협회 홋카이도 지부장   도쿠다 사다히사 (徳田 禎久) 

일본병원회 홋카이도블럭 지부장    다나카 시게미치 (田中 繁道) 

일본사회의료법인협의회 홋카이도 지부장 니시자와 히로토시 (西澤 寛俊) 

홋카이도 간호협회 회장        우에다 준코 (上田 順子) 
  

 

１ 삿포로시내에서의 외출이나 왕래를 가능한 한 피해주십시오 

〇 삿포로시내에서는 외출을 삼가하고, 삿포로시와의 왕래도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생활필수품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 및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이나 왕래를 삼가주십시오. 

〇 몸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드리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할 

때에는 위험회피행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 음식섭취의 경우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해 주십시오. 

〇 음식섭취의 경우에는 비말비산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위의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식사는 「침묵식사」로, 4명 이내 등 소수의 인원으로 하고, 

장시간, 과음, 큰 소리를 피하며, 특히, 회식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〇 특히 삿포로 시내에서는 가능한 한 동거하지 않는 분과의 음식섭취는 삼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