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스크 및 위생장갑 의무 착용, 손 소독제

37.5도 이상 참관객 입장 금지

모든 출입자(참관객, 참가업체, 시공업체) 신원 등록

비대면 키오스크 등록시스템 운영

퇴장 시 안전거리 유지

안전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퇴
장

지정 출구로만 퇴장

COVID-19

방역대책

등록시스템 운영시 등록자간 1.5m 간격유지

철저한 방역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일별 참가업체 상주요원 리스트 작성

안전한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응급 의료진 상주

입
장

입장 전 2차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여부 지속 모니터링

참가업체 관계자 페이스쉴드 착용

전시장 상시 소독, 방역, 공조 시행

전시장 내

참관객 출입증 바코드 스캔

더 이상 전시회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1. ‘전시회는 기업의 필수 경제활동’이어서 더 이상의 중단은 없습니다.
정부는 전시회와 국제회의가 기업의 필수경제부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중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열면 전시장은 항상 운영됩니다.(중대본 2020년 11월 1일 발표자료)

2. 전시장은 지하철과 백화점보다 안전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전시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바이어를 초청하여 안전한 곳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기 때문입니다.

2020.11.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로 개편

전시회ㆍ박람회는 경제활동에 필수적 비즈니스 플랫폼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 가능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가능

1단계
구분

1.5단계

지역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2단계

지역별 유행 단계
권역별 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3가지 중
1가지 조건 충족

전국 주평균 확진자

전국 주평균 확진자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100명 이상

400~500명 이상이거나,

800~1,000명 이상이거나,

[강원·제주] 10명 미만

① 유행권역 내 15단계

2단계에서 더블링

2.5단계 더블링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개최 불가

[수도권] 100명,

[수도권]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

상황

자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 내
1.5단계 유행 1주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ㆍ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ㆍ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ㆍ참여인원 500명 이상 초과, ㆍ참여인원 500명 이상
마스크 착용,
초과,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기준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허용

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