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에서 우려하는 COVID-19 사례의 급증세를 늦추도
록 돕기 위해, 시애틀 시에서 운영되는 식당과 사업체에 대
한 새로운 주 전체 지침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업체에 대한 기존의 공중보건 요구사항에 합
류합니다: 

• 손님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보호용 마스크(face cover-
ing)을 착용하도록 요구  

• 
• 물리적 거리 준수  
• 
• 주 전체에 적용되는 행정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적용 가

능한 사업체 점유 지침 및 기타 개인보호 행동 지키기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고 90
일의 징역형과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상적으
로 본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영업 허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합니다

식당 
음식점들은 6ft(2m) 이상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며 수용 
인원의 50%로 실내 식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테이 당 사
람 수는 가구 제한없이 10 명으로 제한됩니다. 주류 서비스
는 오전 12시에 종료해야 하지만, 음식 서비스는 오전 12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시설 및 체육관은 50 %의 수용율로 실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야외 스포츠는 수용 인원의 50% 또는 
최대 400 명(관중 포함) 중 낮은 인원수로 재개할 수 있습
니다.

볼링 센터, 박물관/동물원/수족관 및 영화관은 수용 인원의 
50% 또는 최대 400 명 중 더 낮은 인원수로 개장할 수 있
습니다. 자동차 극장은 허용되며 현재의 자동차 극장 지침
을 계속 따라야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수용 인원은 50%로 증가하고 부동산 구경, 
검사, 감정 및 최종 점검은 예약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현
장 인원은 10명(부동산 중개인 제외)으로 제한되며, 항상 사
회적 거리를 두어야합니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무실은 실내 점유 한도의 25%로 
제한해야 합니다.

매장 내 소매점은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됩니다. 푸드 코
트와 같은 공용 구역을 개장할 수 있고, 식품 서비스 시설에 

대한 COVID-19 요건을 따라야 합니

미용사, 미용 시험, 헤어스타일리스트, 이발사, 피부 관리사, 
마스터 피부 관리사, 손톱 관리사, 네일 살롱 직원, 전기 기
술자, 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태닝 살롱, 문신 아티스트.

장기 요양 시설은 실외 방문이 허용됩니다. 실내 방문은 금
지되지만, 필수 지원자나 임종 간호에 대한 개별 예외는 허
용됩니다.

사업체에서 필수인 마스크(Face Coverings) 착용
사업의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용 마
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5세 미만의 아동들 
•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의학적 질환, 정신 건강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이 호흡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불구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의학적 질환이 있
는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제거가 허용될 때

추가적으로,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마스크
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가구 외 구성원들로부터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
지하며 실외 공공장소에 있는 동안. 
• 의사소통의 당사자가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이므로 마
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경우. 
•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어야 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연방법이나 주법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거나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는 경우. 

 206-684-2489(통역 서비스 제공)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 business-and-
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를 방문하십시오.

시애틀 시는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이 사업
체 운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현재 활용 가능
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covid-19

사업체에 대한 Covid-19 공중 보건 
필수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