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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거리두기연장(8.23∼9.5), 비수도권사적모임4인제한도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예방접종

완료자를포함하여 4인까지식당·카페이용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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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

산지
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환자

재원중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차 2차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15~8.20
(6일간)

1,741 1,056 655
- 203 370 49 2,481 1,110 - - -

8.14~8.20 1,757 1,094 663

8.8~8.14
1,780
(+19%)

1,077
(+15%)

703
(+26) 1.10

214
(+18%)

377
(+9%)

32
(+52%)

2,237
(+7%)

974
(+26%)

23,321
(-0.1%)

11,738
(+4.1%)

11,583
(-4.0%)

8.7~8.13 1,766 1,069 697

8.1~8.7 1,495
(-1%)

937
(-2%)

559
(+2%)

0.99
182

(+15%)

347
(+24%)

21
(-22%)

2,091
(+9%)

722
(+8%)

23,341
(-0% )

11,271
(-1% )

12,070
(+0%)

7.25~7.31
1,506
(+3%)

960
(-1%)

546
(+9%)

1.04
158

(+20%)

280
(+31%)

27
(+108%)

1,923
(+14%)

713
(+4%)

23,416
(+3.6%)

11,347
(+0.8%)

12,069
(+6.4%)

□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 부산, 경남(김해·창원)은 4단계 근접 중(3.3～3.6명/10만 명), 충청권은 3단계,

호남권 및 강원권은 2단계 수준(1.2～1.6명/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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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 8월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0∼0.1% 변동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정체

○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지속 발생

□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8.20 기준)으로 증가

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

2,265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 8,399병상(가동률 57.6%)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

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방접종은 7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944만 명(38%), 접종 완료는

715만 명(14%)으로 8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1,65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7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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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 8월 중순부터 초·중·고 개학,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 의견 수렴결과,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분 7월말 기준
8월 9월

추가접종인원 8월 末 추가접종인원 9월 末

1차 1,944만
(37.9%) + 약 850만 약 2,800만

(54%) + 약 800만+α 3,600만+α
(70%)

접종완료 715만
(13.9%) + 약 600만 약 1,300만

(26%) + 약 1,100만 약 2,400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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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

하기로 논의하였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

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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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 (4단계 )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
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

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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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

(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구분 4단계 3단계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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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

(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 (중증) 상급종합병원 1.5% 및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 171병상 추가 확보

(중등증) 300～700병상 종합병원 5% → 594병상 추가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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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8월 2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4.~8.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0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57.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094.0명으로 전 주(1,069.0명, 8.7.~8.13.)에 비해 25.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63.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4~8.2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94.0명 150.7명 69.0명 108.4명 255.7명 32.4명 47.1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2명 2.7명 1.4명 2.1명 3.2명 2.1명 7.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8.19. 17시기준) 154개 16개 30개 39개 40개 7개 6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3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7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0) 총 1120만 785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8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6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2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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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800병상을 확보(8.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3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4%로 5,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7병상을 확보 (8.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3%로 2,2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17병상을 확보(8.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92
병상, 수도권 15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800 8,399 8,797 2,265 438 159 817 292

수도권 13,432 5,044 3,834 658 281 89 504 154
중수본 3,088 1,135 - - - - - -
서울 5,504 2,453 2,002 413 86 41 224 58
경기 3,881 1,202 1,357 115 172 48 202 64
인천 959 254 475 130 23 - 78 32

비수도권 6,368 3,355 4,963 1,607 157 70 313 138
중수본 1,012 347 - - - - - -
강원 184 56 388 178 5 3 24 7

충청권 1,002 860 1,222 446 46 25 65 16
호남권 420 207 920 475 10 5 51 30
경북권 806 443 1,032 290 28 11 66 39
경남권 2,809 1,424 1,127 163 63 24 99 40
제주 135 18 274 55 5 2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62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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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1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243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93명 증가하였다.

□ 8월 1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757개소, ▲

노래연습장 1,52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9,03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4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3차 유행 및 4차 유행 시 주간 방역지표 비교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세부내용(3, 4단계)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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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3차 유행 및 4차 유행 시 주간 방역지표 비교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

산지
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비
수도권

60세
이상
환자

재원중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차 2차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8.8~8.14 1,780
(+19%)

1,077
(+15%)

703
(+26)

1.10
214

(+18%)

377
(+9%)

32
(+52%)

2,237
(+7%)

974
(+26%)

23,321
(-0.1%)

11,738
(+4.1%)

11,583
(-4.0%)

8.1~8.7
1,495
(-1%)

937
(-2%)

559
(+2%)

0.99
182

(+15%)

347
(+24%)

21
(-22%)

2,091
(+9%)

722
(+8%)

23,341
(-0% )

11,271
(-1% )

12,070
(+0%)

7.25~7.31
1,506
(+3%)

960
(-1%)

546
(+9%)

1.04
158

(+20%)

280
(+31%)

27
(+108%)

1,923
(+14%)

713
(+4%)

23,416
(+3.6%)

11,347
(+0.8%)

12,069
(+6.4%)

7.18～7.24 1,465
(+9%)

966
(-2%)

499
(+39%)

1.09
133

(+29%)

213
(+34%)

13
(-24%)

1,686
(+5%)

685
(+5%)

22,604
(+0.8%)

11,257
(+1.0%)

11,347
(+0.7%)

7.11～7.17
1,348
(+36%)

990
(+24%)

358
(+85%)

1.32
103

(+32%)

159
(+8%)

17
(+31%)

1,610
(+3%)

651
(+12%)

22,417
(-2.3%)

11,149
(-8.0%)

11,268
(+4.0%)

7.4 ~7.10
992

(+51%)

799
(+50%)

193
(+56%)

1.24
78

(+32%)

147
(+1%)

13
(-)

1,557
(+1%)

580
(+10%)

22,943
(-3.4%)

12,113
(-3.3%)

10,830
(-3.5%)

6.27~7.3
655

(+33%)

531
(+46%)

124
(-4%)

1.20
59

(-12%) 
146

(+3%)

13
(-13%)

1,535
(+1%)

527
(+14%)

23,751
(-3.8%)

12,522
(-3.4%)

11,229
(-4.2%)

6.20~6.26 492 363 129 0.99 67 142 15 1,526 462 24,691 12,964 11,727

3차 유행 당시

1.3~1.9 738
(-21%)

521
(-20%)

217
(-22%) 0.88 215

(-24%)
388

(+18%)
158

(+6%)
- - 17,548

(-3.8%)
9,546
(+1.2%)

8,002
(-9.2%)

12.27~1.2 930
(-9%)

652
(-8%)

278
(-10%)

1.00 284
(-11%)

329
(+14%)

149
(+11%)

- - 18,247
(-3.7%)

9,436
(-3.9%)

8,810
(-3.6%)

12.20~12.26 1,017
(+7%)

707
(+3%)

310
(+19%)

1.11 318
(+2%)

288
(+29%)

134
(+65%)

- - 18,956
(0.7%)

9,818
(-1.0%)

9,138
(+2.6%)

12.13~12.19 949
(+43%)

689
(+39%)

260
(+55%) 1.28 313

(+43%)
223

(+48%)
81

(+113%)
- - 18,828

(-4.4%)
9,921
(-4.3%)

8,907
(-4.4%)

12.6~12.12 662
(+36%)

494
(+43%)

168
(+17%)

1.18 219
(+89%)

151
(+50%)

38
(+111%)

- - 19,688
(-3.9%)

10,367
(-5.3%)

9,320
(-2.3%)

11.29~12.5 488 345 143 1.23 116 101 18 - 20,485 10,947 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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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3, 4단계)

□ 적용 : 8.23(월) 0시 ~ 9.5(일) 24시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

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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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1시)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

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등의취식가능한야외테이블‧의자등 21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주관파티등행사, 이용객대상만남‧미팅‧소개등알선행위금지(홀대여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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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 예외를 인정한다 .

*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
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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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등의취식가능한야외테이블‧의자등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주관파티등행사, 이용객대상만남‧미팅‧소개등알선행위금지(홀대여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
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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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
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
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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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

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

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

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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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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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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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4단계예외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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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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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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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단,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4단계 예외 미적용)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

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 돌잔치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16인까지 허용 ▴4인(2인)

 (16인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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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목적의모임이라고볼수없으므로인원제한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진행시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른방역수칙을준수하여야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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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

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27 -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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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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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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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0.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1.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2.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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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3.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

 Q34.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4단계 예외 미적용)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5.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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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4단계 예외 미적용,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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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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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

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설치

(빨간색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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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준수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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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4단계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 3단계의 경우,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하여 50인 미만씩 참여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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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

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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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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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

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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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

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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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

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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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

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

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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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않음. 영화시사회는영화관람에포함되는행위로서영화관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用)하여 수칙
위반 점검, 4단계 개최금지

*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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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공연장 수칙에 따라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

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
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 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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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

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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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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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

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
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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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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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
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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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

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3단계)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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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외출시 입소 전절차동일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이내검사한 PCR혹은신속항원검사결과입소시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
(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기간후학원에대한방역수칙준수하며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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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
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이내검사한 PCR혹은신속항원검사결과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혹은신속항원검사결과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이내검사한PCR 또는신속항원검사결과입소시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기간후직업훈련기관방역수칙준수하며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경우에는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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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함

○ 학술행사는 3~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 4단계 시 49인까지 참여 가능 (별도 공간분리 행사 불가)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13  전시회·박람회 

 Q1. 3~4단계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강화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준수하여 개최 가능함

- 3~4단계시부스 내 상주인력은최초업무시작일전 3일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부스 당 최대 2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대체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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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이내, Q4참고)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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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

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

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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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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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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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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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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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

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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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62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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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