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치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기준 (잠정판) 2022년 7월 29일 갱신

판
단
지
표

스테이지 감염관찰(초록） 주의（노랑） 경계（오렌지） 특별경계（빨강） 특별 대책(보라)

최대 확보 병상 
가동률

3％ 미만 3％ 이상 20％ 이상 40％ 이상 50％ 이상

과거 7일간  70세 
이상 신규 감염자수

ー ー 175명 이상 490명 이상 630명 이상

정부 분과회의 레벨    레벨０
（감염자 제로수준）

레벨１
（현상 유지 필요 수준）

대
  응
  방
  침

공통사항

□　「새로운 생활양식」등 실천
（例）・신체 거리(1m~2m) 확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　・기침 에티켓　・자주 환기하기　・대중교통 내에서 대화 자제　
　　　 　・회식 시 대화 중 가급적 마스크 착용　・식사는 큰 접시를 피하고 개별 접시에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간파이 헨파이' 자제
　　　　 ・노래방에서 마스크 벗기 자제　・텔레워크 및 로테이션 근무　　・온라인 회의 장려
□　각 점포가 적절한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기

외출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

템의 한계 상태를 완화

하기 위한 직접적인 효

과가 있는 대책과 비교

적 사회 경제 활동에 

영향이 적은 대책 검토

회식, 여행, 이벤트와 관련된 본격적인 
행동 제한 검토

휴업 요청 ー ー ー

회식  

이벤트

현립 시설 폐관

타현으로 이동

현립 학교 각 지자체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2

※1

레벨２
（경계 강화 필요 수준   ）

레벨3
（대책 강화 필요 수준）

레벨４
（피해야 할 수준  ）

「3밀」 환경 최대한 회피

（정부 기본 대응 방침 ・업종별 기본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대응）

（공통사항 유의）
규모 및 시간 

최대한 축소

※1 판단지표는 '최대 확보 병상 가동률'과 '과거 7일간  70세 이상 신규 감염자수',입원 중인 중증 환자 수 외에 과거 활용했던 각종 지표(과거 7일간 신규감염자수, 감염 경로 불명확 사례 
      비율, PCR 양성 비율)도 고려하고, 현 내 의료기관 관계자의 의견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스테이지를 판단함. 또한 환자 발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만 '주의' '경계'를 발령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함.
※2 현립 학교는 문부과학성의 '학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위생 관리 메뉴얼'과 현 교육위원회의 독자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휴학 등을
      판단한다.

긴급 사태 수준  만연 방지 및   
중점조치 수준 

전국적인 감염 상황과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

대책 강화 선언B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