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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9/13-9/30（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

현민 현내
전지역

낮 시간을 포함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시간 이후에는 음식점 등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말 것
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 자제 등

음식점

센다이시
모든 음식점의 시간단축 요청:오전 5시-오후 8시
주류제공 종일 정지（인증점은 오전 11시-오후 7시 제공가능）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음식 주업 대상）등

센다이
시외

모든 음식점의 시간단축 요청：오전 5시-오후 8시
주류제공 : 오전 11시-오후 7시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음식 주업 대상）등

행사 현내
전지역

5,000명 또는 수용률의 50%(큰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100%)중의 적은 편
개최 시간：오전 5시-오후 9시 등

기타
시설

센다이시
영업시간 단축: 오전 5시-오후 8시 (행사시는 오후 9시까지) ※1,000㎡초과는 요청·1,000㎡이하는
협력의뢰
주류제공：종일 정지 ·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가라오케벅스 등 제외) 협력 의뢰

센다이
시외

영업시간 단축: 오전 5시-오후 8시 (행사시는 오후 9시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협력 의뢰
주류제공 : 오전 11시-오후 7시・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가라오케벅스 등 제외) 협력 의뢰

▽ 본 현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지역으로 이행(기간:9/13-9/30 조치구역:센다이 시내)
→ 현과 센다이시의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도 중점조치 기간에 맞춰서 9월 30일까지 연장

인증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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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감염 방지 대책의 철저 등

9/13-9/30（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법31조의6제1항,24조제9항 등】
○ 붐비는 장소로의 외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낮 시간도 포함한 불요불급한 외출·이동을 자제할 것

（특히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시간 이후에는 음식점 등 및 요청시설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말 것）
○ 감염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 등 및 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할 것 (택배・포장 제외)
○ 현외와의 불요불급한 이동, 특히 긴급사태 조치구역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구역 등과의 왕래는 연기·자제할 것

○ 외출이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가족이나 평소 행동을 함께하는 동료와 적은 인원으로 마스크착용·손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삼밀'이나 '다섯 장면', 붐비는 장소·시간을 피할 것

○ 음주를 수반하는 다수 인원이나 장시간에 이르는 회식·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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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료기관에 상담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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