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y Inslee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사회적 모임과 사
업에 대한 새로운 제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1월 첫 
2주 동안 시애틀에는 1,6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바
이러스 확진을 받았으며, 이것은 2020년 3월 이래 시
애틀 전체 확진 사례의 거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
다. 시애틀의 주민 십만명 당 확진 사례는 이번 여름의 
끝자락과 비교하여 십만명 당 40.8건에서 232건 이상
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재 COVID-19로 병원
에 입원한 시애틀의 환자 수는 지난 한 주 동안 빠르게 
증가했으며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제한 사항에 대한 요약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은 여기에서 COVID-19 제
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아래의 제한사항은 주 전체에 
해당되며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되
어 12월 14일 월요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내 사교 모임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모임은, 그들이 14일
간 자가 격리를 하거나 7일간 자가 격리 후 COVID-19 
선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
두 금지됩니다. 

매장 내 소매점/쇼핑몰 
실내 수용 인원은 수용력의 25%로 제한되며,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닌 모든 공용좌석/모일 수 있는 좌석 
구역은 폐쇄해야 합니다. 푸드 코트의 실내 좌석은 폐
쇄됩니다.

장기요양시설 
임종 케어 및 필수 지원 인력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
를 제외하고 방문객들은 실외 환경에서만 방문가능합
니다. 

박물관/동물원/아쿠아리움  
실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외 사교 모임  
동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5명 이내로 제한
해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  
가능한 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중에게는 사무실을 폐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
속 개방할 경우, 점유율은 실내 수용력의 25%로 제한
됩니다. 

종교 서비스 
실내 수용력의 25 % 또는 200 명 이하 중 더 적은 수
로 제한됩니다. 예배 중에 합창단, 밴드 또는 합주단은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단독 공연자인 경우에만 공연
이 허용됩니다. 신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
며 회중 찬양은 할 수 없습니다.

식당 및 주점 
실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외 식사 및 포
장 서비스는 허용됩니다. 실외 식사는 반드시 실외 식
사의 제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실외 식사의 경우, 한 
테이블당 5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식당에 대한 제
한사항은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
됩니다.

여행 
다른 주(state)에서의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 14일 동
안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피로연(reception)은 금지됩니다. 예식은 참가 인원 30
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소년 및 성인 스포츠 
팀 내 연습에 한해 야외 활동으로 제한되며, 선수들에
게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개인 서비스 
실내 수용력은 25%로 제한됩니다.

이 필수 수칙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206-684-2489(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로 전화하시거
나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eattle.gov/business-regulations/business-and-
restaurant-requirements-during-covid-19 
www.seattle.gov/mayor/covid-19/covid-19-reopening

사업체에 대한 Covid-19 공중 보건 
필수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