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명령 2020-08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컬럼비아 특별구 내 마스크 착용
시장 명령 2020-080
제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컬럼비아 특별구 내 마스크 착용
기안 부서: 시장실(Office of the Mayor)
1973 년 12 월 24 일 승인된 컬럼비아 특별구 가정 규칙 법(Home Rule Act) 제 422 조 (Pub. L.
93-198, 87 Stat. 790, D.C. Official Code § 1-204.22 (2016 Repl.); 2020 년 5 월 19 일 발효된
2020 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의회 검토 비상사태 개정법(Coronavirus Support
Congressional Review Emergency Amendment Act of 2020, D.C. Act 23-328) 및 이후 유사한
응급 또는 임시 법령; 1981 년 3 월 5 일 발효된 1980 년 컬럼비아 특별구 공공 비상사태
법(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Emergency Act of 1980) 제 5 조 (D.C. Law 3-149, D.C. Official
Code § 7-2304 (2018 Repl.), 2002 년 10 월 17 일 발효된 1980 년 컬럼비아 특별구 공공
비상사태 법(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Emergency Act of 1980) 제 5a 조 (D.C. Law 14-194,
D.C. Official Code § 7-2304.01 (2018 Repl.); 1939 년 8 월 11 일 승인된 전염성인 예방 가능한
질병 확산 방지 및 통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컬럼비아 특별구 위원 위임 법(An Act
To Authorize the Commissioner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제 1 조 (“전염성인 예방 가능한
질병 법(Communicable and Preventable Diseases Act)”(53 Stat. 1408, D.C. Official Code §§ 7131 et seq. (2012 Repl.); 및 시장 명령 2020-045(2020 년 3 월 11 일), 시장 명령 2020046(2020 년 3 월 11 일), 시장 명령 2020-050(2020 년 3 월 20 일), 시장 명령 2020063(2020 년 4 월 15 일), 시장 명령 2020-066(2020 년 5 월 13 일), 시장 명령 2020067(2020 년 5 월 27 일), 시장 명령 2020-079(2020 년 7 월 22 일)에 따라 콜롬비아 특별구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I. 배경
1. 본 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이전 시장 명령 결과를 포함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지역사회 전염이 컬럼비아 특별구 전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1,427 명을 초과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양성 진단을 받았으며 안타깝게도 580 명의 주민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전염은 워싱턴
DC 와 가까운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지역에서 확산되며 국가 전체 수많은 “위험 지역”
내에서 더욱 유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증상 발현 전 환자에 의해 전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 Dr. Robert Redfield,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r. Anthony Fauci, 알레르기 감염병 국가연구원 국장(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컬럼비아 특별구 보건부(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Health)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울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질병 확산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4. 본 명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실내외 마스크 작용과 관련된 요건을 통합, 명시,
확대하며 이러한 요건을 위한 집행 방법을 제공합니다.
II. 마스크 실내 착용
본 명령 제 4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 아파트, 콘도, 공동 주택의 공용 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사업체, 사무실 건물 및 대중에게 공개된 기타 시설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실외 출입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
사무실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마스크를
제거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실외 및 교통수단 관련 마스크 착용
본 명령 제 4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 거주지를 이탈하는 사람은 6 피트 이내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일부인 택시 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승객인 자 또는 버스,
지하철, 전차, 셔틀버스 또는 트럭, 학교버스를 포함하여 특별구 내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의 운행자이거나 승객인 자는 운행 중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IV. 예외
1. 다음과 같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a. 개인 주택 또는 아파트 내 거주자 또는 손님인 경우
b. 실제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합법적으로 흡연 중인 경우
c. 격렬한 실외 운동을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6 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경우
d. 수영장에서 수중에 있는 경우
e.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폐쇄된 사무실에 있는 경우
f. 2 세 이하인 경우

g. 건강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h. 방송 또는 청중에게 연설하는 경우. 단, 연설자로부터 6 피트 내 사람이 없는 경우
i.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자가 연설자의 입 모양을 읽어야 하는 경우
j. 직무에 필요한 장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해당 개인이 해당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 착용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k. 안면 인식 목적으로 마스크 제거를 합법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 본 명령의 집행 규정은 특별구 정부의 사법 또는 의회 부서 직원이 직무 중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연방 정부 직원이 직무 중일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V. 마스크 에 대한 정의
본 명령의 목적상 마스크는 수제 천 마스크, 매장에서 구입한 천 마스크, 입과 코를
막아 머리 주위를 감싸는 스카프 또는 기타 천, 의료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합니다.
VI. 교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공공 보건 비상사태 기간 발표된 이전 명령 또는 기관
지침이 본 명령과 불일치하는 경우 본 명령으로 교체합니다.
VII. 집행
1. 보건부 (The Department of Health) 는 1939 년 8 월 11 일 승인된 전염성인 예방
가능한 질병 법(the Communicable and Preventable Diseases Act, 53 Stat. 1408, D.C.
Official Code §§ 7-131 et seq.,)에 따라 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규칙을 발표하며 DC 수도 경찰국(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은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18 세 미만의 아동은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습니다.
2. 면허, 허가, 인증, 보증을 발행하는 모든 특별구 정부 기관 또는 소비자 규제
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Regulatory Affairs, DCRA), 특별구 교통부(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DOT), 주류 규제 관리국(Alcohol Beverage Regulatory
Administration, ABRA), 주 교육감 사무실(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대여차량부(Department of For Hire Vehicles, DFHV),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포함하는 기타 승인당국은 본 명령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 허가, 인증, 보증 또는 기타 승인의 취소, 정지, 제한을 제공하기
위해 본 명령과 일치하여 규칙을 발행하거나 직접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항의 목적상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공공 보건 비상사태를 다루는 이전
명령의 권한에 따라 발표된 규칙, 명령 또는 기타 발표(지침 포함)의 위반은 본
명령의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4. 본 명령의 위반 혐의는 컬럼비아 특별구 이름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 기소하기 위해 검찰(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 회부되며 본 명령 또는 본 명령에 따라 발표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는 위반사건당 최고 $1,00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VIII. 발효일 및 기간
본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2020 년 10 월 9 일 또는 비상상태가 연장되는 날짜 중 늦은
시점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본 명령 또는 시장 명령 2020-066, 2020-067, 2020-075 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이전 명령에 따라 발표된 규정 또는
지침은 2020 년 10 월 9 일 또는 비상상태가 연장되는 날짜 중 늦은 시점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단, 본 명령의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달리 제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