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치' 적용에 따른 현의 대책 등 [개요]
요청 기간
대책의
개요
비고
요청 대상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5월 11일(화)

대상 구역

미야기현 전역

기본적으로는 5월 5일까지의 요청내용을 5월 11일까지 계속한다
국가의 기본적 대처방침 재검토 등에 따라 일부 대책을 추가·강화
3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과 센다이시의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도
5월 11일까지 연장
지역

주요 요청 내용

현민

현내 전역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특히 긴급사태 조치 구역), 연초 행사 자제,
감염대책 불철저·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 이용 자제,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 자제(길거리·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이벤트

현내 전역

개최 제한(수용률·인원 제한), 가이드라인의 준수, 추적 대책 등

센다이시

모든 음식점의 시간 단축 영업 : 오전 5시 - 오후 8시 (주류 제공:오전 11시 오후 7시)
감염 방지 대책 철저화(마스크 회식·아크릴판·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기내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명령·과태료(20만엔) 있음

음식점
센다이
시외

그 외의
시설

센다이시

시간 단축 영업: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입장자 정리·감염방지 대책 철저화·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

현내 전역

감염방지 대책의 철저화, 연도 초 행사 자제, 텔레워크 철저화 등에 의한
출근자수 감소(특히 긴급사태 조치구역으로의 출근)
연도 초 행사의 자제, 감염 방지와 학습 기회의 확보의 양립,
동아리 활동이나 과외 활동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의 제한 또는 자제 등

사업자
대학 등

주류·접대 음식점 시간 단축 영업 : 오전 5시-오후 9시
감염 방지 대책 철저화(마스크 회식·아크릴판·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 등

※ 밑줄부분의 내용은 4/23의 기본적 대처방침 재검토 등에 따라 이번에 추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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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조치' 적용에 따른 요청내용 ① 【현민에 대한 요청】

추가

현민에 대한 요청（현내 전역）
○ 낮 시간도 포함한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이동을 자제할 것, 가까운 곳으로 외출할
때도 밀폐 · 밀집 · 밀접을 피할 것
○ 현외와의 불요불급한 이동, 특히 긴급사태조치지역 등(수도권·간사이권·아이치현·
에히메현·오키나와현)과의 왕래는 삼갈 것

○ 특히 붐비는 시간대나 혼잡한 장소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도록 할 것
○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시간 이후는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말 것
(제31조의6제2항)
○ 감염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할 것
○ 연도 초의 행사(환송영회·신입환영회·음식을 수반하는 사은회나 꽃놀이 등) 개최를
자제할 것
○ 음주를 수반하는 다인원수나 장시간에 이르는 회식을 자제할 것·대화시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주의할 것

○ 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 방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노상·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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