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토론
• 2020년 4월 9일온라인세미나

공중보건국–시애틀및킹카운티

시애틀이민및난민업무국

시애틀경제개발국

시애틀노동기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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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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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ome, Stay Healthy” 명령
3월 23일, 워싱턴주의 Inslee주지사는주전체에걸친명령을다음과같이
발표했습니다: 

• 모든워싱턴시민은필수활동을하지않는한, 집에머물러야합니다. 

필수활동의예:

• 진료예약

• 식료품, 의약품, 포장식품(또는음식배달) 구매

• 최전방/의료진을위한보육서비스

• 6피트거리유지시, 산책및운동가능.

• 이명령은 5월 4일까지지속되며연장가능성이있습니다.

• 사람들의사회적, 정신적, 오락적목적을위한모든모임은금지됩니다.

• 추가정보: https://coronavirus.wa.gov/whats-open-and-closed

https://coronavirus.wa.gov/whats-open-and-closed/essential-business
https://coronavirus.wa.gov/whats-open-and-closed


우리의지역상황 : 중요한이유

COVID-19 데이터대시보드: www.kingcounty.gov/covid/data

http://www.kingcounty.gov/covid/data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어떻게확산되는가? 

바이러스는물체의표면에서최대 9일까지살수있으므로, 자주접촉하는표면
(예: 테이블, 문손잡이, 조명스위치)들을하루에두번이상청소및소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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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증상들이있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들은마지막으로바이러스에노출된이후로

최소 2일에서길게는 14일안에나타날수있는증상들을보고했습니다.

열 기침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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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은다음과같습니다:

• 노인층(60세이상) 

• 기저질환이있는사람

• 면역력이약한사람

• 임신부

• 아이들의경우병의증상이약할수있으나, 다른사람들을위험에
빠뜨릴수있습니다.

누가고위험군에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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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확산위험을줄이기위한단계

자주만지는표면및
물체를깨끗이합니다.

대규모모임은
금지됩니다.

몸이안좋으면
집에머무릅니다.

우수한위생습관을
실천합니다

응급실에
가지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얻습니다

아픈사람과의
접촉을피합니다.



누가의료적평가를받아야하는가?

• 열, 기침, 또는호흡곤란과같은증상이있을시, 담당의료진에게연락하세요. 

응급실에가면안됩니다.

• 담당의료진이없을경우, 공중보건클리닉에연락하세요. 
: 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locations.aspx

• 의료적응급상황이라면 9-1-1에전화하세요

• 킹카운티거주자이며, COVID-19 확진자에노출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다음
연락처로문의하세요.

킹카운티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 206-477-3977 

(통역서비스가능—영어로 “Korean”이라고얘기하세요)

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locations.aspx


건강유지를위한활동

• 건강한식단섭취

• 수면– 이것은면역체계에도움이됩니다.

• 신선한공기마시기

• 명상기법

• 스트레칭/ 요가

• 지역사회내사람들의안부를묻는전화

• 아이들이학교를다니지않을때활동적으로유지시키기.

• 근처공원과동네산책
• 물리적/ 사회적거리유지할것

• 게임



오명이나편견을보았을때무엇을할수있는가?

• 시애틀시민권사무소
• 킹카운티시민권사무소
• 워싱턴주인권위원회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anti-stigma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anti-stigma.aspx


• 정보는빈번히바뀌고있습니다.

• 공중보건국의웹사이트를확인하고구독하세요.
www.kingcounty.gov/COVID

• 번역된정보 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
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chinese.aspx

• 콜센터정보(킹카운티및워싱턴주보건국)

• 의료적평가와조언을구해야하는시기와방법

• 다음의블로그를구독하세요. www.publichealthinsider.com

• 추가상황, 근거, 지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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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정보제공받기!

http://www.kingcounty.gov/COVID
https://www.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rotection/chinese.aspx
http://www.publichealthinsider.com/


업데이트된지침- 시애틀및킹카운티의공중보건국

13

www.kingcounty.gov/covid - “자료(Resources)” 아래

• 부모및보호자를위한지침 : 본인혹은아이가 COVID-19에걸렸을
경우해야할일

• 아파트, 콘도및이와유사한주거커뮤니티의관리자, 직원및
거주자를위한지침

• 식료품구매자및레스토랑을위한다중언어지침
• 워싱턴주보건국 COVID-19 웹페이지의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정보는여기에있습니다.

http://www.kingcounty.gov/covid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for-parents.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housing.aspx
https://kingcounty.gov/depts/health/com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posters.aspx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Emergencies%2F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2FChineseSimplified&data=02%7C01%7Ckhho%40kingcounty.gov%7C73baeb5b87644b64553e08d7d81da04b%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15494103846676&sdata=4Ml613ieFDzxAEeHiNWr4Hf3qDq%2BktHbj7s3%2Fn6Bb5A%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Emergencies%2F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2FKorean&data=02%7C01%7Ckhho%40kingcounty.gov%7C73baeb5b87644b64553e08d7d81da04b%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15494103856636&sdata=cJ1bHGGG5EcrjTMyr5M4Ax8txXA3ZE%2FQwRLAQhjcbkg%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Emergencies%2FCoronavirus%2FRussian&data=02%7C01%7Ckhho%40kingcounty.gov%7C73baeb5b87644b64553e08d7d81da04b%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15494103856636&sdata=hnKIYsIknqhu%2FX4q3Cl91RcImKgiIbCVwXQJhQTvNbA%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Emergencies%2F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2FCoronavirusSpanish&data=02%7C01%7Ckhho%40kingcounty.gov%7C73baeb5b87644b64553e08d7d81da04b%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15494103866589&sdata=kGc2UhWT%2BmllyOR4%2BxYrSx3WDa4J4H0m4svY5hpd6uc%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oh.wa.gov%2FEmergencies%2F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2Fvietnamese&data=02%7C01%7Ckhho%40kingcounty.gov%7C73baeb5b87644b64553e08d7d81da04b%7Cbae5059a76f049d7999672dfe95d69c7%7C0%7C0%7C637215494103866589&sdata=MHquM0gq1j7lbKD9l4edCxyl5jIyO5kuusEHbqa%2B5Ds%3D&reserved=0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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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 (시애틀및킹카운티공중보건국)
Janet Lee - janlee@kingcounty.gov

King County Department of Local Services(킹카운티지역서비스부)
Ninona Boujrada - Ninona.Boujrada@kingcounty.gov

Seattle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시애틀경제개발국)
Heidi Hall - Heidi.Hall@seattle.gov

Seattle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 (시애틀이민및난민업무국)
Joaquin Uy - Joaquin.uy@seattle.gov

mailto:janlee@kingcounty.gov
mailto:Ninona.Boujrada@kingcounty.gov
mailto:Heidi.Hall@seattle.gov
mailto:Joaquin.uy@seattle.gov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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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금및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SBA 방책

1. 경제피해재해자금대출 및 선지급대출

2. 근로자 급여 지급 유지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3. SBA Express Bridge 대출

4. 기존 SBA 비즈니스 대출에 대한 부채 경감



연방기금및지원

경제피해재해자금대출 및 선지급대출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 자본 대출

• 대출금액은 최대 2백만 달러, 장기 상환 가능

• 금리는 중소기업 3.75%, 비영리 단체 2.75%

• SBA는 SBA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대출금 1만 달러를
선지급합니다.

• https://covid19relief.sba.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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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relief.sba.gov/


연방기금및지원

연방코로나바이러스유급병가

• 500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에게적용됩니다.

• 2주간의유급병가를제공합니다.

• 근로자는본인및가족을돌보거나자녀의보육이불가능한경우이용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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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


연방기금및지원

연방 비상 FMLA(가족 및 의료 휴가) 확장

•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폐쇄된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10일간은 무급이며 그 이후부터 정상 급여의 2/3가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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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l.gov/agencies/whd/fmla/pandemic


워싱턴주의방책

워싱턴 주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 의료 휴가는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휴가는 그들이 의료 휴가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paidleave.wa.gov/find-out-how-paid-leav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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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idleave.wa.gov/find-out-how-paid-leave-works/


워싱턴주의방책

• 고용안정부(워싱턴주)는 COVID-19로피해를
입은근로자와사업체를돕기위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esd.wa.gov/newsroom/covid-19

• 청구서작성에문제가있나요? 1-855-682-0785

*규칙과정보가빈번히바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https://esd.wa.gov/newsroom/covid-19


워싱턴주의방책

• SharedWork(일의 분담):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것을 허용하며, 근로자들은 그들이 잃은 만큼의
임금을 채우기 위해 부분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tandby(대기): 근로자들은 일의 부족으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기존 고용주의 사업체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전세계적 전염병 실업 지원) : 

COVID-19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워싱턴주 실업 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CARES법입니다.

고용주를위한지원

https://esd.wa.gov/SharedWork
https://esd.wa.gov/unemployment/temporary-layoffs


시애틀시의방책

중소기업을위한구제:

• 총매출에대한주세금(B&O) 유예

• 공과금지급구제

• SBA 재해대출신청지원 - http://www.seattle.gov/office-of-economic-
development

• 일시적지불정지로인한사무실강제퇴거중단

• 중소기업안정기금확대(1차마감 3/25일, 자금조달가능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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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


시애틀시의방책

근로자를위한유급병가및안전시간

• 유급병가및안전시간은다음과같이직원들이사용할수있도록고용주가

지불하는휴가입니다:

• 질병, 부상또는건강상태로인해자신이나가족을돌보기위해

• 가족구성원의학교또는보육시설이문을닫았을때

• 보건상의이유로공무원의지시에의해사업장이폐쇄되었을때

•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과관련된중대한안전문제가있을때

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ordinances/paid-sick-and-sa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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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ordinances/paid-sick-and-safe-time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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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 (시애틀및킹카운티공중보건국)
Janet Lee - janlee@kingcounty.gov

King County Department of Local Services(킹카운티지역서비스부)
Ninona Boujrada - Ninona.Boujrada@kingcounty.gov

Seattle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시애틀경제개발국)
Heidi Hall - Heidi.Hall@seattle.gov

Seattle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 (시애틀이민및난민업무국)
Joaquin Uy - Joaquin.uy@seattle.gov

mailto:janlee@kingcounty.gov
mailto:Ninona.Boujrada@kingcounty.gov
mailto:Heidi.Hall@seattle.gov
mailto:Joaquin.uy@seattle.gov


지역사회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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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위한식사지원

• 시애틀공립학교("SPS")는도시전역의 26개학교에서매일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점심을배급하고있습니다.

• 모든시애틀공립학교학생들은참여가능합니다.

• "테이크어웨이(포장용도시락)" 식사가학생들에게제공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지역보건기관의사회적거리두기지침에따라식사를위해학교에
머물수없습니다.

• 자세한내용은 seattleschools.org를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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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attleschools.org/district/calendars/news/what_s_new/coronavirus_update/resources


공과금지원

• 여러분이시애틀공공시설(SPU), 시애틀시티라이트(SCL), 또는푸젯사운드
에너지(PSE)의고객이라면, 이기관들은이번 COVID-19 발병기간동안
유틸리티를차단하지않을것입니다. 연체료지불도요구되지않을것입니다.

• COVID-19로재정적인영향을받은 SPU 및 SCL 고객은배경이나이민신분에
관계없이연체할증료를포함한지불지연계획을요청할수있습니다.

• SPU와 SCL은고객들이가능한한빨리 (206) 684-3000으로전화할것을
권고하고있습니다.

• PSE는고객들이가능한한빨리 (888) 225-5773으로전화할것을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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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attle.gov/humanservices/services-and-programs/affordability-and-livability/utility-discount-program
https://www.pse.com/press-release/details/learn-about-our-covid-19-response-plan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와 COVID-19

• COVID-19 검사를 받거나 할인된 의료 서비스 또는 자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책임법" 또는 "HIPAA"로 명명된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이민국(이하 "USCIS")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급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welcoming.seattle.gov/covid19public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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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coming.seattle.gov/covid19publiccharge/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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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attle.gov/covid-19

http://www.seattle.gov/mayor/covid-19


계속되는주의가필요합니다!

• 더욱 취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세요. 

• 전화번호,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유하세요.

• 알림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시애틀 - Alert.seattle.gov 

• 킹 카운티 https://public.coderedweb.com/CNE/en-

US/BF0D5C5CC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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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blic.coderedweb.com/CNE/en-US/BF0D5C5CC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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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https://www.seattle.gov/emergency-
management/prepare/multi-language-
resources/korean

https://www.seattle.gov/emergency-management/prepare/multi-language-resources/korean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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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 (시애틀및킹카운티공중보건국)
Janet Lee - janlee@kingcounty.gov

King County Department of Local Services(킹카운티지역서비스부)
Ninona Boujrada - Ninona.Boujrada@kingcounty.gov

Seattle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시애틀경제개발국)
Heidi Hall - Heidi.Hall@seattle.gov

Seattle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 (시애틀이민및난민업무국)
Joaquin Uy - Joaquin.uy@seattle.gov

mailto:janlee@kingcounty.gov
mailto:Ninona.Boujrada@kingcounty.gov
mailto:Heidi.Hall@seattle.gov
mailto:Joaquin.uy@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