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KO）
향후 감염 상황에 따른 대응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재검토

 의료 기관에 병상의 준비를 요청하는 기준이 되는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를 재검토하고
현민・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준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감염 상황 등에 따라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 2가지 단계로 나눈다.
 각 단계 발동 기준은 감염 확산 시, 감염 상황 수습 시로 나누어 설정하고 제4차 대유행과
변이종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스테이지 판단 지표 수치보다도 엄격한 수치로 정한다.

감염 확산 시

韓国語（KO）

※①～③의 각 지표를 토대로 「주시해야할 항목」을 추가하여 시정촌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동 여부를 정함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발동 후 정부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스테이지Ⅲ（주1） 에 상응하는 단계에서 정부에 요청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 발동 후 정부와 긴급 사태 조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스테이지Ⅳ（주2）에 상응하는 단계에서 정부에 요청

감염 확산 시

주요 지표
정부의 스테이지 판단 지표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발동 기준
스테이지Ⅲ에 도달하기 전

Ａ． ７일 이동 평균(주3)의 증가 경향 지속
①신규 확진자 수

③중증 병상 사용률

※주시해야할 항목

스테이지Ⅳ에 도달하기 전

Ａ． 7일 이동 평균의 증가 경향 지속

그리고

Ｂ． 3일 이동 평균(주3)이 100명/일 이상 증가

②병상 사용률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 발동 기준

그리고

Ｂ． 3일 이동 평균이 180명/일 이상 증가

15％ 이상

3０％ 이상

（약 210～220명）

（약 420～440명）

10％ 이상

2０％ 이상

（약 20명）

（약 40명）

 변이종 양성 비율의 증가 경향
 현 외로부터의 유입 증가 경향

 변이종 양성 비율의 증가 경향

주1） 7일 이동 평균이 109명/일 이상, 병상 사용률이 20％ 이상 등
주2） 7일 이동 평균이 182명/일 이상, 병상 사용률이 50％ 이상 등
주3） 최근 7일 간（3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의 합계를 ７（3）으로 나눈 수. 3일 이동 평균 쪽이 감염 확산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음.

감염 상황 수습 시

韓国語（KO）

※ ①～③의 각 지표를 토대로 「주시해야할 항목」을 추가하여 시정촌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에 긴급 사태
조치(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해제 요청 여부를 정함
※긴급 사태 조치(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해제와 함께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해제

감염 상황 수습 시
주요 지표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해제 기준

정부의 스테이지 판단 지표

스테이지Ⅱ 이하(주2)로 떨어진 후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해제 요청 기준)

Ａ． ７일 이동 평균(주3)의 감소 경향 지속

③중증 병상 사용률

※주시해야할 항목

(긴급 사태 조치 해제 요청 기준)

스테이지Ⅲ 이하(주1)로 떨어진 후

Ａ． ７일 이동 평균 감소 경향 지속

그리고

그리고

Ｂ． 7일 이동 평균이 35명/일 미만으로 감소

Ｂ． 7일 이동 평균이 100명/일 미만으로 감소

①신규 확진자 수

②병상 사용률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 해제 기준

20％ 미만

5０％ 미만

(약 280～300명)

(약 700～740명)

15％ 미만

3０％ 미만

(약 30명)

(약 60 명)

 새로운 변이종의 동향 등

주1) 7일 이동 평균이 182명/일 미만, 병상 사용률이 50％ 미만 등
주2) 7일 이동 평균이 109명/일 미만, 병상 사용률이 20％미만 등
주3) 최근 7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의 합계를 ７로 나눈 수

 새로운 변이종의 동향 등

韓国語（KO）

감염 확산 시의 과거 요청 사례 등

※현민・사업자에 대한 요청 내용은 최근 정부의 기본적 대처 방침 및 관련 통지를 토대로 한 것이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시, 조치의 단계적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후쿠오카 코로나 특별 경보

주요 요청 등
현 단독 조치

현민에 대한 요청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긴급 사태 조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 주야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특히 21시 이후)

• 주야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특히 20시 이후)

• 현을 넘나드는 불필요한 왕래 자제
• 특히 긴급 사태 대상 도도부현과의 왕래 자제

• 현을 넘나드는 왕래 자제
• 휴업・단축 영업 요청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 이용
자제

• 단축 영업 요청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 이용 자제
• 송년회, 환/송영회, 귀성 등 계절 연례행사 자제

• 송년회, 환/송영회, 귀성 등 계절 연례행사 자제

• 길거리・공원에서의 집단 취식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 자제

• 21시까지의 단축 영업
음
식
점

집
객
시
설

사업자에 대한 요청

감염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환기

(주류 제공 가능)

• 20시 또는 21시까지의 단축 영업
(주류 제공은 인증 점포 등에 한함)

• 20시까지의 단축
영업(주류 제공은 인증
점포 등에 한함)

• 휴업 또는 20시까지의 단축 영업
(주류 제공 불가)

• 노래방 설비 제공 불가
(노래방 포함)

•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노래방 제외)

• 21시까지의 단축 영업 실시

• 20시 또는 21시까지의 단축
영업(이벤트 실시 시에는 21시까지)

• 20시까지의 단축
영업(이벤트 실시
시에는 21시까지)

• 원칙적으로 휴관

• 대형 상업 시설 등의 주말 휴업
• 20시까지의 단축 영업
(이벤트 실시 시에는 21시까지)

• 철저한 입장 정리, 유도

현
영
시
설

• 21시까지의 단축 개관

• 20시 또는 21시까지의 단축 개관

행
사

• 다음 ①② 중 그 수가 적은 쪽
①수용률(함성X 100％, 함성O 50％)
②5,000명 또는 수용 정원의 50％
이하 중 그 수가 큰 쪽
• 현 주최 이벤트 동일

•
•
•
•

직
장

• 출근자 수 ７0% 삭감을 목표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차 통근을 적극적으로 추진
• ２１시 이후의 근무 억제

5,000명 이하(수용률은 함성X100％, 함성O 50％ 이하）
주류 제공 불가
21시까지
현 주최 이벤트 동일

■3밀을 피하고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 철저히 지키기
■외출 시의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 철저히 지키기

•
•
•
•

5,000명 이하, 수용률 50％ 이내
주류 제공 불가
21시까지
현 주최 이벤트는 중지 및 연기

• 출근자 수 ７0% 삭감을 목표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차 통근을 적극적으로 추진
• ２0시 이후의 근무 억제

■감염 확산 지역과의 불필요한 왕래 자제
■음식점 이용 시 감염 위험을 피하는 행동 취하기

■재택 근무, 시차 통근 등의 추진
■업종별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