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근거함】

○ ５개「오카야마 규칙」및「마스크 코드」준수

○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할 것（예：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대책 철저 선언점

체크 시트를 게시하는 음식점의 이용 등)

○ 혼자 먹기 및 먹을 땐 말없이 등 감염방지를 철저히 할 것

○ 노상, 공원 등에서 집단으로 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하지 말 것

○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이 없어도 평소 자주 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통근, 통학, 외출을 하지 말 것

○ 「새로운생활양식」의실천을철저

① 기 간 ６월 ２１일(월)～７월２０일 (화) 
（※중점강화구역의 지정은６월３０일까지）

② 구 역 오카야마현 전지역
안에서 중점강화구역 오카야마시※

１

오카야마현
재확산 방지 강화기간

●현민 여러분에게



오카야마현 재확산 방지 강화기간

５개「오카야마 규칙」

★외출은 생활필수품의 장보는 것을 포함, 감염확산 전부터５할 삭감을

★회식은４명 이하,２시간 이내로 가족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３밀 회피를

★감염확산지역과의 왕래는 피하고, 이동 후２주간은 몸상태 관리에
주의하고

★１장의 마스크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킵니다. 

모두 함께 지켜서 감염위험을 0에 가깝게！

©오카야마현「모못치」 © 오카야마현「우랏치」

２※１감염확산 전：코로나 재난 전（2020년1월 이전）
※２감염확산 지역：긴급사태조치구역 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구역



○이야기할 때는「마스크 착용으로 유쾌한 대화(快話)」
휴식시간 등은 무심코 방심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를

마스크를 벗고 탈의실이나 흡연 장소에서 대화로 감염확산

배려의 규칙「마스크 코드」

～모두 함께 지켜서 소중한 가족, 종업원 여러분! 

의료관계자 모든 분에게 친절한 마음을～

○식사 때는「마스크 착용으로 유쾌한 식사(快食)」
야외에서의 식사를 포함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식사 중일 때만

친구 5명과 그 가족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비큐를 하여

전원이 감염
○집에서 마스크

다른 현으로의 왕래를 한 가족이 있을 경우는 2주간

감염확산지역에서 대학생이 귀성해 부모님과 조부모님 가족전원이 감염

케이스①

케이스②

케이스③

３



기간 2021년６월２１일(월）부터６월３０일(수）까지

실
시
내
용

대상시설

【음식점 등】음식점 또는 카페 등( 테이크 아웃, 배달 제외)

【유흥시설】접대를 하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결혼식장】결혼식장

요청내용

（특별조치법 제２４조 제９항에 근거함）

○영업시간 단축 (통상２１시를 넘어 영업하는 점포는 영업시간을 5시～2１시

까지로 단축, 주류 제공은 11시～20시까지）

○식사제공을 주요로 하는 업종으로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설비이용을
자제

○마스크 코드 실시의 숙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금지(퇴장을 포함)

○아크릴판, 파티션 설치나 좌석의 간격을 확보 등 비말방지에 효과있는 조치

○손 소독 설비의 설치, 종업원의 검사 권장, 입장 인원의 조절 유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 사업소의 소독, 시설 환기 등을 철저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

○「MOSHI-SAPO 오카야마」를 활용

〔권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대책 철저 선언점 체크시트(별지대로)활용을
권장

●음식점 등에 요청

 행사의 개최 제한에 관한 시설은 이벤트 개최 요건을 지킬 것(특별조치법 제24조 제 9항에 근거)
※ 인터넷 카페・만화 카페 등 야간에 장시간 체재 목적 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설은 영업시간 단축의 요청 대상에서 제외
이나 입장인원을 조절, 주류 제공시간 단축 및 노래방 설비이용 자제를 요청

４

중점강화구역（오카야마시） ＜시간단축 요청 협력금 대상 ＞



기간 2021년６월２１일(월）부터7월2０일(화）까지

실
시
내
용

대상시설
【음식점 등】음식점 또는 카페 등( 테이크 아웃, 배달 제외)

【유흥시설】접대를 하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결혼식장】결혼식장

요청내용

（특별조치법 제２４조 제９항에 근거함）

○마스크 코드 실시의 숙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퇴장을 포함)

○아크릴판, 파티션 설치나 좌석의 간격을 확보 등 비말방지에 효과있는 조치

○손 소독 설비의 설치, 종업원의 검사 권장, 입장 인원의 조절 유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 사업소의 소독, 시설 환기 등을 철저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

○「MOSHI-SAPO 오카야마」를 활용

〔권장〕
○식사제공을 주요로 하는 업종으로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설비이용을
자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방지대책 철저 선언점 체크시트(별지대로)활용을
권장

 행사의 개최 제한에 관한 시설은 이벤트 개최 요건을 지킬 것(특별조치법 제24조 제 9항에 근거)

５

중점강화구역이외 ＜시간단축요청 협력금 대상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