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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7 등록부서안전재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 방역패스 업종 15종 확대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사적모임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 등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예외 경우로

분류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포함)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

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이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오락실·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후 9시 이전 시작된 상영 및 공연은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증명제도인 ‘방역패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금일부터 11개 업종으로 축소·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

포츠 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업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

다.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 위반

횟수에 따라 운영중단, 폐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18일 기준 나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달 확진자는 213명, 이 중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환자는 51명(누적 66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감기 증세 시라도 선제검사’,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 및 각종 행사·모
임 자제’, ‘백신 접종’ 등 생활방역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증상이 많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

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reporting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reporting/coverage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나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1.jpg (228 hit/ 1.06 MB)
미리보기

나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2.jpg (227 hit/ 1.03 M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나주시,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다음글

나주 남평읍-광주 서구 서창동, 자율방범대 상생 …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wd4fSv2q8&file_type=all&idx=78923&file=130687%257C130688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8923/130687/%25EB%2582%2598%25EC%25A3%25BC%25EC%258B%259C%25EB%25B3%25B4%25EA%25B1%25B4%25EC%2586%258C%20%25EC%2584%25A0%25EB%25B3%2584%25EC%25A7%2584%25EB%25A3%258C%25EC%2586%258C1.jpg?pkey=wd4fSv2q8
https://www.naju.go.kr/Viewer/130687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8923/130688/%25EB%2582%2598%25EC%25A3%25BC%25EC%258B%259C%25EB%25B3%25B4%25EA%25B1%25B4%25EC%2586%258C%20%25EC%2584%25A0%25EB%25B3%2584%25EC%25A7%2584%25EB%25A3%258C%25EC%2586%258C2.jpg?pkey=wd4fSv2q8
https://www.naju.go.kr/Viewer/130688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reporting/coverage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reporting/coverage?mode=view&idx=78924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reporting/coverage?mode=view&idx=78922



	목차
	보도자료
	나주시,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 모임 4인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