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지시
사업체를위한 지침

위의 차트에서는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DOH, 워싱턴 주 보건부), Washington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L&I, 워싱턴주 노동 및 산업부) 및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시애틀 및 킹 카운티
공중보건국)에서 요구하고 권장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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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수사항

(DOH 또는 L&I에 의해)
강력히 권장됨

(킹 카운티 지시에 의해)
사업체의
선택사항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해당 사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게시합니다

X

모든 사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표지판 게시

직원을 위한 조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X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X X

마스크 착용없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사업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이
마스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요구됨

X

고객을 위한 조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X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X X

고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X

사업주들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내 마스크 지침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백신 접종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킹 카운티

Local Health Officer Directive(지역 보건 담당관 지시)는 실내 환경에서 사업체들이 모든 직원과 고객에

대한 마스크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이 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해당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허용되는 백신 접종 문서의 종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DC 백신 접종 카드

• CDC 백신 접종 카드를 촬영한 사진

• 의료인이 제공한 문서

• 워싱턴주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의 문서

검증 시스템의 증거는 요청 시 반드시 L&I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마스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L&I의 요구

사항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에 백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을 만들고 백신 미접종자 구역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 두기

• 하루 중 모든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고,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는 고객을 위한 다른 시간대를

지정하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1.

2.

3.

Local Health Officer Directive(지역 보건 담당관 지시, 2021년 5월 20일)는 킹 카운티 16세 이상

주민의 70%가 킹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70%가

달성된 후에도, 사업체들은 이 문서에 나열된 DOH 및 L&I 마스크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체를 위한 DOH 마스크 지침(영문 전용 웹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 및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 지시를 따르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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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은 coronavirus@kingcounty.gov (한국어 답변 가능)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COVID19%20Facial%20Coverings%20Guidance.pdf
mailto:coronavirus@kingcounty.gov

	Slide Number 1
	Slide Numbe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