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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규칙에 관한 공개 의견에 대한 응답:  

시애틀 사업체에 대한 공중 보건 요건  2020 년 3 월 

 

지난 7월 재무 행정 서비스부(FAS)는 사업체가 보호용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력 제한 

준수를 포함하여 주에서 의무화한 공중 보건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OVID-19 사례가 주 전역에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서는 이 임시 조치를 유행병이 유행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인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체가 규칙 요건을 실행하는데 

있어 FAS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사업체로부터 구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전화, 이메일, 그리고 일반 우편으로 공개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FA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최종 규칙은 2020 년 9 월 9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견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 의견들 모두가 보호용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용력 제한 준수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한 의견은 FAS 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다른 의견은 사업체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데 책임이 

전혀 없어야 하며 대신, 정부 기관이 시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응답   "이 규정은 공중 보건과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재무 행정 서비스부의 책임자인 Calvin W. Goings 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애틀 사업체들을 이 일의 파트너로 보고 있고, 고객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7 개 언어로 된 한 페이지분량의 

전단지를 사업체에 배포했고, 웹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직원과 사업체 경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의 의무적인 사업 요구사항의 강화를 돕기 위해서 

이메일 캠페인을 통해 경제 개발국과 협력했습니다.  

 
 

반복적이고 / 또는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업체들은 시애틀시의 사업 면허를 

정지당하게 되며 최대 364 일의 징역형과 $ 5,000 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체 또는 고용주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는 사람은 질병 

http://www.seattle.gov/finance-and-administrative-services/directors-rules
http://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http://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http://clerk.seattle.gov/search/clerk-files/321781
http://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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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서 발표한 "소매 및 서비스 사업에서 COVID-19 예방 

정책과 관련된 직장 폭력 제한”  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의견 제출자는 의료상의 이유로 보호용 마스크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는 고객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소매 업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응답 :          사업체는 고객이 의료상의 이유로 보호용 마스크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고 

말하는 경우, 증거나 세부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체는 근로자와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로변 배달이나 안면 마스크 대신 전체 안면 

보호대(실드)를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대체 서비스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용 마스크 요구 사항에 대한 의료 면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정보는 COVID-

19 동안의 사업체 및 레스토랑 요구사항 관련 FAS 웹 페이지 및 워싱턴 주 

보건부의 안면 가리개 및 마스크 FAQ 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business-employers/limit-workplace-violenc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business-employers/limit-workplace-violence.html
http://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http://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ClothFaceCoveringsandMasks/ClothFaceCoveringsandMasksFAQ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ClothFaceCoveringsandMasks/ClothFaceCoveringsandMasks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