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월 일토부터 월 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

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

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최소 이상 를 준수

하면서 혼잡한곳은피하고함성이나노래를부르는행위는삼가야한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용자는 거리 두기 최소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 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휴게소 내의 식당 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자연공원 휴양림 유원지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소 이상 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

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

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귀가 후에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후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 발열 후각 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등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 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