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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간의 거리 확보 등 

・좌석은 정면 착석을 피하고 좌석 간격을 1m 확보할 것 

・테이블 간격은 1ｍ 이상 띄우거나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 

・카운터석의 좌석 간격은 1ｍ 이상 띄우거나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 

○철저한 환기 

・30분에 한 번, 5분 정도 두 곳의 창문을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할 것 

○이용객 주의 환기 

・식사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주의할 것 

・입장 시 체온 측정・손 소독 실시 

・이용객끼리 서로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려 마시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삼가도록 주의할 것 

・장시간(2시간 이상) 체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단체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시, 테이블 간 이동은 삼가도록 

주의할 것 

〇노래방 설비 이용 점포 

・마이크와 리모콘 등은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필요에 의해 소독을 할 것. 

노래방은 각 방에 소독 용품을 비치할 것. 

・요식업을 위주로 하며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점포(스낵바, 단란주점 등)는 

불특정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는 만큼 특히 환기, 

타인과의 거리 확보를 철저히 할 것 

〇예약 시 

・감염 방지 인증 마크 게시점 등 이용객 간의 거리 확보와 환기를 철저히 하는    

음식점을 이용한다. 

○예약 시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 또는 감염 방지 인증 마크를 게시한 점포 등, 

이용객 간의 거리 확보와 환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점을 

이용할 것 

○이용 시 

・이용할 음식점의 감염 방지 대책을 지키고 협조할 것 

・식사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입장 시 체온 측정・손 소독을 실시할 것 

・서로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려 마시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은 피할 것 

・장시간(2시간) 이용을 피할 것 

・단체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시, 테이블 간 이동은 삼갈 것 

〇노래방 설비 이용 시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것 

・마이크 등은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소독할 것 

・좌석 간격은 1m 이상 확보하고 마주보는 형태의 착석은 피할 것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음식점 이용에 관하여 

별도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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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간의 거리 확보 등 

・식사 시 수용 정원의 50％ 이내로 할 것 

・식사는 착석 형식으로 할 것(입식 형식은 피할 것) 

・좌석은 정면 착석을 피하고, 간격을 1ｍ 이상 확보하거나 테이블 위에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 

・테이블 간격은 1ｍ 이상 띄우거나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 

・ 대표로 인사를 하는 경우 무대와 참가자와의 거리를 2ｍ 이상 

확보하거나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 

○철저한 환기 

・환풍기를 사용하거나 문을 개방하여 실내를 환기할 것 

○이용자 주의 환기 

・주최자가 참가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제 등을 이용하도록 

촉구할 것 

・식사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것 

・입장 시 체온 측정・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할 것 

・이용객끼리 서로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려 마시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삼가도록 주의할 것 

・장시간(2시간 이상) 체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테이블 간 이동은 삼가도록 주의할 것 

○예약 시 

・ 주최자는 참가 예정 인원을 토대로 참가자 간의 거리(착석 시 1ｍ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를 선정할 것 

・식사는 수용 정원의 50％ 이내로 개최할 것 

・입식 형식은 피할 것 

○이용 시 

・이용하는 연회장의 감염 방지 대책을 치키고 협조할 것 

・식사 시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입장 시 체온 측정・손 소독을 실시할 것 

・서로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려 마시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은 피할 것 

・장시간(2시간) 이용은 피할 것 

・테이블 간 이동은 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