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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28(2022.1.4.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7.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 (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1.18. (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 관악기, 노래, 연기 '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
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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