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치현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기준 （2020년 12월 2일 시점）

판
단
지
표

단계 감염관찰(초록) 주의(노랑) 경계(주황) 특별경계(빨강) 비상사태(보라)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수

０～３명 ４명 이상 14명 이상 105명 이상 175명 이상

최대 확보 병상
점유율

10％ 이상 20％ 이상 50％ 이상

대
응
방
침

공통사항

・ 「새로운 생활양식」 실천
(예)  ・거리（１～２ｍ) 확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

・기침 예절 ・자주 환기하기 ・대중교통에서 대화 자제
・음식은 덜어 먹고 요리는 따로 하기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잔 돌려마시지 않기
・재택근무 및 순환근무 ・온라인 회의 장려

・ 가게마다 적절한 감염대책 실시

정부
단계 구분 Ⅱ 점증 Ⅲ 급증 Ⅳ 폭발적 확대

외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주류판매 음식점
방문 자제

야간・주류판매 음식
점 방문 자제

주야간 관계없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

휴업 등 요청 ー ー ー

회식

이벤트 등 개최・참가 재검토 개최・참가 자제

현립 학교 각 복지보건소 관할 내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현립 시설 실내시설 휴관 검토 휴관

타지역 이동 전국 감염상황과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

※1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요양자수(특별경계:105명 이상) ② 최대 확보 병상 점유율 ③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수 ④ 최근 일주일과 그 전 일주일 간 확진자수 비 교
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특별경계:50%) ⑥ PCR 양성률(특별경계:10% 이상) 이상의 6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
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 「주의」, 「경계」로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한다. 

※2 휴업 등을 요청하는 「특정 업종」은 고치현 내 감염사례와 정부의 기본대응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현립학교는 문부과학성의 「학교 대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위생 매뉴얼」에 따라 복지보건소 관할 내 감염상황 등에 기초한 고치현 교육위원회의 독자

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 등을 판단한다.

「3밀(밀폐, 밀접, 밀집)」 방지

개관

※1

Ⅰ 산발적 발생

※3

(정부의 기본대응방침,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대처)

(공통사항에 유의)

특정 업종 ※2 휴업, 
영업시간 단축 요청 고려 및 실시

가능한 한 규모

축소・시간 단

축

소규모 그룹
・단시간

가족 이외의 회식 자제

10％ 미만



고치현 주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2020년 12월 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기준」의

「경계(주황)」로 격상

<회식 관련>

・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 간（11/26～12/2）

확진자수:16명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고치현 주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 아래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감염방지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철저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여러분께

고치현 주민 여러분께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 준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잔 돌려마시지기

・자주 환기하기 ・감염 가능성이 큰 「5가지 상황」에 특별히 주의(별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