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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시행 안내
2020.11.12 조회수 3158 등록자이지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지사 행정명령

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 11. 13.부터 (계도기간 ’20. 11. 12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무화 대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1단계)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 실내 전체 추가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추가 

↓
(2.5단계 이상)

+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추가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

문판매 등 집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hwp (2969 hit/ 11.0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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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6ysAne2P7&file_type=all&idx=64973&file=115531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64973/115531/%25E2%2597%258B%20%25EB%25A7%2588%25EC%258A%25A4%25ED%2581%25AC%20%25EC%25B0%25A9%25EC%259A%25A9%20%25EC%259D%2598%25EB%25AC%25B4%25ED%2599%2594%20%25EB%258C%2580%25EC%2583%2581.hwp?pkey=6ysAne2P7
http://www.naju.go.kr/Viewer/115531


목록

이전글

2020년도 3기 예비 나주시공익활동가 선정 결과

다음글

2020년 유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사업 재개…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안내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년 영산강 인문 아카데미(제3기) 개최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장날' 행사 안내

인기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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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4995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495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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