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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년 9월 12일 변경사항 요약  

• 마스크 및 호흡 보호구의 다양한 보호 수준에 대한 추가 정보 

• 실내 대중교통에 대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착용 권고 수칙에 맞게 업데이트 

• 의료 시설 외 집단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 

수칙 

•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에 따라 일반대중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 수칙 

소개말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즉, N95와 같은 특수 필터링 마스크)를 착용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타인들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면 

COVID-19의 확산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고 활기찬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최신 권장 상태로 유지(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하고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 착용하는 연합 전략은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밀착되고 품질이 좋은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착용할 경우,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 

국립산업안전보건원)에서 승인한(영어로만 제공) 호흡 보호구(N95 등)가 보호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해외 호흡 보호구(KN95 및 KF94 등) 및 수술용 마스크, 그 다음 천소재 

얼굴 마스크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COVID-19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NIOSH 승인 호흡 보호구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호흡 보호구 옵션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 검사 및 마스크 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발적 마스크 

착용에 관한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L&I,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웹페이지(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및 호흡 보호구와 착용감 개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스크 

및 호흡 보호구 유형(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웹페이지(영어로만 

제공)는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해 마스크를 변형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와 호흡 보호구의 입자 여과 효율성에 대한 몇몇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 행동 

또는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드레이프가 부착된 페이스 

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쉴드는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 착용을 견디지 못하는 

보육시설, 주간 캠프 및 K-12에 재학 중인 아동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 

쉴드는 착용자에게 얼굴에 밀착되는 마스크나 호흡 보호구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WA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default.html
https://www.cdc.gov/niosh/npptl/topics/respirators/disp_part/default.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voluntary-respirator-use-QNA-Korean.pdf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voluntary-respirator-use-QNA-Korean.pdf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voluntary-respirator-use-QNA-Korean.pdf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epa.gov/sciencematters/epa-researchers-test-effectiveness-face-masks-disinfection-methods-agains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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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 워싱턴주 보건부) K-12 Schools(K-12 학교), Child Care(보육 시설), Early 

Learning(조기 학습), Youth Development(청소년 발달) 및 Day Camp(주간 캠프) 

프로그램(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 마스크 지침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CDC의 

특정군에 대한 고려 사항(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OH는 

호흡기 밸브 또는 통풍구 부착 마스크, 한 겹의 천 마스크, 한 겹의 반다나 또는 게이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호흡기 밸브가 부착된 호흡 보호구는 L&I(영어로만 제공)에서 공표한 지침에 따라 

근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마스크 질문 목록은 DOH의 마스크 관련 웹페이지(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마스크는 마스크 및 호흡 보호구 둘 다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 의무사항 및 보건 행정명령 

현 공공 행정명령은 의료 서비스 환경, 성인 교도소 및 성인 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요구합니다. 공중보건당국은 발병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Department of Health 행정명령 

보건부 장관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영어로만 제공)은 백신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 의료 서비스 환경   

•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스페인어 이용 

가능)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우, 성인 교도소 및 구치소 시설 

본 요건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행정명령(영어로만 제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외에 모든 직원과 방문객은 의료 서비스 환경의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됩니다. 각 개인은 해당 명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종사자 및 이용객들과 함께 본 행정명령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취소됨: 연방 명령  

2022년 4월 18일 현재, 법원 명령의 결과로 대중교통 및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CDC 행정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CDC 명령 

준수(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를 위해, WA DOH는 근로자들과 2세 이상의 승객들은 

수송 기관 및 교통 허브를 비롯한 모든 실내 대중교통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 환경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lni.wa.gov/agency/outreach/coronavirus/requirements-and-guidance-for-preventing-covid-19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masks-and-face-coverings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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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주지사 선언  

이용객 및 종사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한 정보는 주지사의 Proclamation 20-

25.19 COVID-19 Washington Ready(선언 20-25.19 COVID-19 준비된 워싱턴주)(영어로만 

제공) 및 Proclamation 21-08 – Safe Workers(선언 21-08 – 안전한 근로자)(영어로만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ate Labor and Industries(L&I) 및 주지사 선언 

위에 명시된 주지사 선언에 따라 대부분의 근무지에서 마스크 착용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고용주는 L&I 요건 및 COVID-19 방역 지침(영어로만 제공)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객은 근무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Proclamation 21-08 – Safe 

Workers(선언 21-08 – 안전한 근로자)(영어로만 제공)를 통해 종사자는 근무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WAC, 워싱턴 행정법) 

296-62-609(영어로만 제공)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권리를 

보호합니다. WAC 296-62-609(영어로만 제공)에 따라 고용주는 법률에서 최소 한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사자가 마스크, 호흡 보호구 또는 그 밖의 개인 보호 장치 

또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I의 COVID-19 방역: 

필수 사항이 아닌 경우 근무지에서 마스크 선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공중보건 기관 및 공무원 

지역보건 공무원은 관할 구역 내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 행정명령을 공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명령보다 더 엄격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역보건소(영어로만 제공)에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보건명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수칙 

다음은 위의 특정 요건 외에 일반적인 공중보건 권고 수칙에 관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환경  

WA DOH는 근로자와 2세 이상의 승객이 운송 수단(비행기, 버스, 기차, 페리, 지하철, 

택시, 승차 공유 및 비응급 의료 수송 등) 및 허브(공항, 버스 또는 페리 터미널, 기차 또는 

지하철역, 항구 등)를 비롯하여 실내 대중교통 환경(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에서 얼굴에 

밀착되는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환경이며 혼잡하고/하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항 제트웨이 등). 

이용객과 근로자는 얼굴에 밀착되는 마스크나 호흡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여 모든 사람이 여행과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 환경 내 얼굴 마스크 착용에 대한 CDC 지침(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 요건은 현재 권고 수칙입니다. 스쿨 버스에 

대한 마스크 지침은 K-12 Schools(K-12 학교), Child Care(보육 시설), Early Learning(조기 

학습), Youth Development(청소년 발달) 및 Day Camp(데이 캠프) 프로그램(wa.gov)의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25.19%20-%20COVID-19%20Washington%20Ready%20%28tmp%29.pdf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0-25.19%20-%20COVID-19%20Washington%20Ready%20%28tmp%29.pdf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1-08.1%20-%20COVID-19%20Safe%20Workers%20%28tmp%29_0.pdf
https://www.lni.wa.gov/agency/outreach/coronavirus/requirements-and-guidance-for-preventing-covid-19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1-08.1%20-%20COVID-19%20Safe%20Workers%20%28tmp%29_0.pdf
https://www.governor.wa.gov/sites/default/files/proclamations/21-08.1%20-%20COVID-19%20Safe%20Workers%20%28tmp%29_0.pdf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HELSA-emergency-rule.pdf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HELSA-emergency-rule.pdf
https://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HELSA-emergency-rule.pdf
https://www.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voluntary-respirator-use-QNA-Korean.pdf
https://www.lni.wa.gov/safety-health/_docs/covid/voluntary-respirator-use-QNA-Korean.pdf
https://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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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파 완화를 위한 요건 및 지침(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을 참조해 주십시오. 

WA DOH는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모든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의료 서비스 환경 내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보건부 장관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 시설은 의료 환경 내 SARS-CoV-2 감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임시 권고안, DOH 

420-391(wa.gov)(영어로만 제공)에서 개인 보호 장비 및 감염원 통제 지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 외 집단 환경 마스크 착용 권고 수칙 

실내 마스크 착용은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스페인어 제공)이 아래 환경에서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우 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 노숙자 서비스 제공시설(영어로만 제공) 

• 상업 해양 환경(영어로만 제공)(예: 상업용 해산물 선박, 화물선, 유람선) 

• 창고, 공장, 식품포장, 육가공시설 및 고용주가 제공하는 수송 등 업무의 특성상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밀집 업무 환경  

• 외부통근작업 시설, 임시 주택, 청소년 재활 또는 구금 시설, 임시근로자 주택 등 

집단생활시설(숙소 아님)의 공유 생활 공간 

• 성인 교도소, 성인 구치소, 청소년 재활시설 또는 청소년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이 

있는 환경의 실내(예: 법정) 

o 보건부 장관의 행정명령은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스페인어 

가능)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우 성인 교도소 및 구치소 시설에서 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o 교정 시설은 시설 수준 요인(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이 위험 증가를 

나타낼 때 마스크 착용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위 환경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해당 환경에 있지 않을 때(예: 외출로 지역사회에 있을 

때) 일반 대중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시설 외 환경(사업장 및 단체 등)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 

o COVID-19 백신을 최신 권장 상태로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COVID-

19에 더 취약하고 위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o 특정 의학적 질환자는 COVID-19 위중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환경 내 환기 상태 -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HVAC) 시스템 유무에 관계없이 

시설들을 비롯하여 정보 및 환기 옵션은 공기매개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환기 

및 공기질(영어로만 제공) 및 건물 내 청정 공기 챌린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환경 보호청)(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해 주십시오. 

• 시설 내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가능성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3/821-165-K12SchoolsChildCare.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6/420-391-SARS-CoV-2-InfectionPreventionControlHealthcareSettings.pdf?uid=62f3d86bb5d65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6/420-391-SARS-CoV-2-InfectionPreventionControlHealthcareSettings.pdf?uid=62f3d86bb5d65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1600/coronavirus/13-RecommendationsforHomelessShelters.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5/420-397-COVID19CommercialMaritimeSettings.pdf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7/333-256.pdf?uid=62c5d9543e0d8&uid=62c74852a6dbd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7/333-256.pdf?uid=62c5d9543e0d8&uid=62c74852a6dbd
https://www.epa.gov/system/files/documents/2022-03/508-cleanairbuildings_factsheet_v5_508.pdf
https://www.epa.gov/system/files/documents/2022-03/508-cleanairbuildings_factsheet_v5_5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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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COVID-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o 의료 서비스 환경 외 집단환경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이 높은 수준일 경우, 

CDC와 DOH는 백신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설은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들의 마스크 착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마스크 착용 권고안 및 위험 기반 고려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별 마스크 권고 수칙 

유증상자, 양성판정자 또는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COVID-19 양성 판정 

시 해야 할 일, COVID-19 증상 결정 트리및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야 할 일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은 현 의무사항 및 보건 

행정명령에 따라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귀하의 백신접종 상태 및 주변 사람들의 백신접종 상태. COVID-19 백신 및 

부스터샷을 최신 권장 상태로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COVID-19에 더 

취약하고 위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 본인의 의학적 질환및 COVID-19 위중증 위험이 높은 주변인들의 의학적 상태.  

특정 질환자들은 COVID-19에 더 취약하고 위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소속된 환경의 특성(예: 혼잡도, 환기 불량, 실내)  

• CDC COVID-19 지역사회 감염 현황(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 

o 지역사회의 감염률이 높은 수준일 경우, CDC와 WA DOH는 백신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o 지역사회 감염 현황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우, CDC와 WA DOH는 

COVID-19 위중증 고위험군은 공공 장소의 실내에서 고품질 마스크 또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중증 고위험군이 가구 

구성원이거나 이들과 사회적 접촉을 하는 사람은 이들과 함께 실내에 있을 

때 고품질의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COVID-19 정보 및 자료 

워싱턴주의 COVID-19 현황(영어로만 제공), Inslee 주지사의 선언(영어로만 제공), 

증상(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 확산 양상(일부 추가 언어 이용 가능), 검사 방법 및 

시점(스페인어 이용 가능)과 백신 접종처(스페인어 이용 가능)와 관련한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영어로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1600/coronavirus/COVIDcasepositiveKOREAN.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1600/coronavirus/COVIDcasepositiveKOREAN.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2/820-234-SymptomDecisionTreeNonhealthCareandPublic-Korean.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1600/coronavirus/COVIDexposed_notSickYet_KO.pdf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uments/1600/coronavirus/COVIDexposed_notSickYet_KO.pdf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data-dashboard
https://www.governor.wa.gov/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testing-covid-19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testing-covid-19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vaccine-information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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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COVID-19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비백인 지역사회가 COVID-19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집단에게 자신과 해당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인종차별주의 때문입니다. 낙인은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영어로만 제공). 주변 사람들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워싱턴주 Department of Health 2019 신종 코로나바이스(COVID-19) 

발병(영어로만 제공) 

• 워싱턴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COVID-19) 

• 지역 보건부 또는 지역구 검색(영어로만 제공) 

• CD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COVID-19 정보 핫라인에 1-800-525-0127로 문의. 핫라인 업무 

시간: 

• 월: 오전 6시-오후 10시 

• 화-일: 오전 6시-오후 6시  

• 주정부 법정 공휴일(영어로만 제공) 오전 6시-오후 6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 버튼을 누르고 교환원이 응답하면 사용 언어를 

말씀하세요. 건강 또는 검사 결과에 관한 문의 사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그 외 형식의 본 문서는 1-800-525-0127번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고객은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civil.rights@doh.wa.gov)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록 A:   

의료 서비스 환경 

보건부 장관의 마스크 행정명령(영어로만 제공)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환경 및 장기 요양 

환경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주로 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시설입니다. 병원과 같이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 전체가 의료 서비스 환경 또는 장기 요양 환경이므로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얼굴 가리개 착용 명령의 예외 및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 내의 약국이나 학교 양호실과 같이 주로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환경 또는 장기 요양 환경에는 주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구역만 해당하며 시설의 다른 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굴 

가리개는 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구역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단, 얼굴 가리개 

착용 명령의 예외 및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제외사항이 아닌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는 의료 전문가 자격 요건(영어로만 제공) 목록에 명시된 자격 증빙을 갖춘 

개인과 자격 증빙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에 의해 허용된 개인이 포함됩니다. 

https://medium.com/wadepthealth/it-takes-all-of-us-to-reduce-stigma-during-disease-outbreaks-310db60dce29
https://medium.com/wadepthealth/it-takes-all-of-us-to-reduce-stigma-during-disease-outbreaks-310db60dce29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coronavirus.wa.gov/ko/node/3629
https://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index-kr.html
https://www.doh.wa.gov/AboutUs/ContactUs/StateHolidays
https://hamiltonrelay.com/washington/
mailto:civil.rights@doh.wa.gov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LicensesPermitsandCertificates%2FProfessionsNewReneworUpdate%2FHealthcareProfessionalCredentialingRequirements&data=04%7C01%7Ceric.sonju%40atg.wa.gov%7C48f3eb7333804a20fc1e08d947ec0aa5%7C2cc5baaf3b9742c9bcb8392cad34af3f%7C0%7C1%7C63761990139794087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XYAtOfny4dg8vNMoi4AsGQgPwwN%2FBKywbkfZT7kGtEo%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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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가 외에 모든 직원과 방문객은 의료 서비스 환경의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 환경 및 장기 요양 환경의 면제 예외 목록입니다. 

• 병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급성 치료 시설  

• 장기 급성 치료 시설  

• 입원환자 재활 시설  

• 평가 및 치료 시설, 거주 치료 시설, 안전 해독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입원환자 행동건강 시설  

• 요양원, 원호생활시설, 성인 패밀리홈, 공인 지역사회 거주 서비스 및 지원이 

제공되는 환경, 개선된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 거주 요양 

시설  

• 찾아가는 진료소 또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밖의 차량  

• 투석 센터, 진료실, 행동건강 시설(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상담사 및 물질 남용 장애 

전문가 진료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외래환자시설  

• 치과 및 치과 전문 시설  

• 검안 및 안과 시설 

• 약국(소매 지역 제외)  

• 마사지 치료실(스파 및 웰니스/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비의료 환경 내에서 마사지를 

제공하는 지정 구역 포함)  

• 카이로프랙틱 진료소  

• 조산원 및 독립형 조산원  

• 확진격리 및/또는 예방격리 시설  

• 외래 수술 시설  

• 긴급 치료센터  

• 호스피스 케어 센터 

• 유급 제공자가 가정건강 관리, 가정 간호, 개인 간호 또는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의료 서비스 환경 및 장기 요양 환경에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및 관중 이벤트 또는 그 밖의 모임이 개최되는 환경(유자격 운동 

트레이너가 선수들을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지정된 응급처치 구역(의료 서비스 

환경)과 같이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구역 제외  

•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DCYF, 

아동청소년가족부) 인가 위탁 가정  

•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시설  

• 수의학 의료 서비스 환경  

• 동물보호기관 

• 인도적 비영리단체 

• 의료용 마리화나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등 마리화나 소매점 

의료 서비스 시설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근무지 규정”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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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감염 출처 통제 지침(영어로만 제공) 및 방문 안내를 포함한 자세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COVID-19 감염 방역 수칙(영어로만 제공)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근무지 규정 

영업장, 단체, 시설 및 업소는 해당 업소 또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업장은 L&I 요건(영어로만 제공)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보건부 장관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영어로만 제공)보다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예: 실외)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중보건 관리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 보호 조치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건부 장관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영어로만 제공)보다 보호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나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거나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또는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신원 확인 등의 상황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oh.wa.gov/emergencies/covid-19/healthcare-providers/infection-prevention
https://doh.wa.gov/sites/default/files/2022-02/631-100-SourceControlHealthcare.pdf
https://www.lni.wa.gov/agency/outreach/coronavirus/requirements-and-guidance-for-preventing-covid-19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1600/coronavirus/Secretary_of_Health_Order_20-03_Statewide_Face_Covering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