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업체에 대한 Covid-19 공중 보건 필수 수칙

시애틀 시 사업체들은 시설 내 모든 사람들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체들은 또한 주 전체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거리두기, 적용 가
능한 사업체 점유 지침 및 기타 개인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위반은 경범죄
에 해당하며, 90일 이하의 구금과 1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상적으로 명령을 위
반하는 사업체는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Face Covering)를 벗어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체가 개인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이나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기타
업소에 착석해 있는 경우, 먹거나 마시는 동안, 다
른 식탁에 앉아 있는 손님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
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야외 공공 장소에 있는 동안, 가구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들과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가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
청인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
에 필수적인 경우.
•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는 경
우 또는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되는 경우
마스크(Face Covering) 착용에 대한 면제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개인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개인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5세 미만 아동
•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는 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
는 것이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을 가
진 사람 또는 의식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사업체들은 반드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하며,
특별히 :
• 식탁들은 손님이 앉은 의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
했을 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식탁에

•

앉은 식사 손님이 인접한 식탁의 손님으로부터 최
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거나, 부스나 테이블을 분
리하는 물리적 장벽 혹은 벽이 있어야 합니다.
업소에서 식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음식
및 음료 픽업 스테이션에서 적절한 물리적 거리와
식당 구역 내에서의 좌석 배치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점유율 제한
사업체들은 또한 점유율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고객들은 주의 각 재개 단계( reopening phase)에 명시
된 특정 좌석 수용력에 따라 착석되어야 합니다.
시애틀 시에서 여러분의 조언(feedback)을 구하고 있
습니다!
재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저희가 어떻게 귀
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십시
오.
• 전화로 문의할 경우, 206-386-1268번으로 전화하
십시오. (요청 시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consumerprotection@
seattle.gov
•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City of Seattle
Dept. of Finance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tten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P.O. Box 94785
Seattle, WA 98124-7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