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레벨분류 및 운용

○올 가을 이후 오미크론과 비슷한 감염력・병원성을 가진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및 감염

확산으로 인한 국가보건의료의 과부하 가능성을 상정하여 의료과부하를 염두한 이제까지의

레벨 분류를 유지하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지표 및 현상 등을 개정。

구분
감염소강기 감염확산초기 의료부하 증대기 의료기능 부족기

레벨１ 레벨２ 레벨３ 레벨４

병상사
용률등

지
표

0～30％
(병상사용률)

30～50％
(병상사용률)

50～80％
(병상사용률중증병상사용률)

80％～
(병상사용률중증병상사용률)

보건의료
의 부하
상황

현
상

･외래의료 및
입원의료
모두 적은
부하

· 발열외래 환자수가
급증하여 부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 응급외래의 진료자수가
증가

· 병상사용률,
의료종사자의
결근자수가 상승경향

· 발열외래･응급외래에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이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구급이송의곤란사안이 급증

· 입원환자가증가하고, 또한
의료종사자에서도결근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원의료
부하가 높아진다.

· 방대한 수의 감염자에게 발열외래나
응급외래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일반
외래에도 환자가 쇄도

· 구급차를 요청해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통상 의료를 포함한 외래의료 전체가
과부하에 놓여 의료기능 부족 상태

· 방대한 수의 감염자에 의해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질환･중증환자수 절대수가 현저히 증가

· 다수의 의료 종사자의 결근자 발생과 맞물려
입원 의료가 과부하

·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 요양 중･시설내 요양
중 사망하는 자가 다수 발생

· 통상진료를크게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사회경제
활동의
상황

현
상

－

･직장 결근자가 증가하고
업무 지속에 지장을 받는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직장에서 결근자가다수
발생하여 업무지속이곤란해
지는 사업자가 다수 발생

· 직장 결근자 수가 방대해져 사회 인프라
유지에 지장이 발생한다.

감염
상황

현
상

･감염자 수는
낮은 추이 혹은
서서히 증가

･감염자수가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의료 부하를 증대시킬만한
수의 감염자가 발생

· 올겨울 코로나19 감염자 예상을 뛰어넘는
방대한 수의 감염자 발생

새 레벨 분류의 지표와 현상

새 레벨 분류

도 운용과 관련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운용

○레벨 분류의 틀 이 나 지 표 등 은 국 가 의 기 준 에 준 함 。

○레벨 판단과 관련해서는 레벨 １・２의 경우 병상 사용률, 레벨 ３・４의 경우 병상 사용률과

중증병상 사용률 지표에 따르며 동시에 현상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

○ 지금까지의 레벨 분류는 원칙적으로 도 전역에 걸쳐 운용하면서 삿포로 시내의

대책 중요성을 감안해 삿포로시를 대상으로 한 운용을 실시해 왔다 .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레벨분류도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운용할 방침。

（국가의 분과회 자료 및 국가통지를 홋카이도가 정리）
※ 감염확산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부하가 높아진 경우, 지역 실정에 따른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화 (2022년11월18일 정부대책본부 결정).

[국가 결정 방침]
「레벨 3 의료부하 증대기」: 지역 실정에 따라 「의료과부하 방지대책 강화 선언」을 실시한다.

감염확산속도가 급격한 경우 등, 「레벨 4 의료기능 부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의료비상사태 선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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