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수용력

좌석 수용인원

자격요건
컨벤션센터음식 및 알콜소매상, 호텔, 다목적시설, 나이트클럽, 비공개클럽, 식당, 주점, 운
송업자, 현장 판매를 하는 제조업자 및 소비허가, 출장요식업체 및 임시면허 소지자를 포함
한 현장 소매 면허소지자. 

물리적 거리두기

등록

안면 가리개

음식 & 음료수 

주문하기

시간

바서비스

음악 & 엔터테
인먼트

2020년 7월 29일 수정됨

2단계  |

워싱턴

ABC 
를재개하는데

지침
있어서 단계 DC   2 는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실효되어알코올 시설에서 제한적인 실내에

서 식사를 허용합니다 . 알코올 음료 관리 (ABC)-면허를 가진 시설은 다음 조항 및 모든 다른 해당되는 DC 및 연방 법과 규정
을 지켜야합니다.  

이서류 뒷 면에 세부화된 자주 묻는 질문들(FAQs)의 답을 선택하세요.  추가  FAQs를 포함한 추가 지침은 abra.dc.gov 에 있습
니다.

질문? ABRA의 면허부서에 연락주세요, 월-금, 오전 8:30 - 오후4:00, abc@dc.gov로 혹은 (202) 442-4423. 

(넘기세요)

예약

• 실내 | ABC면허소지자들은 기존의 실내공간을 재개하기 위하여 특별구와 등록할 필
요가 없습니다.

• 실외 | 특별구와 등록하는 것은 시설이 새로운 혹은 확장된 실외의 공공장소 또는 사
적공간에 좌석을 추가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공공장소는 DC교통국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DDOT).

• 실내 & 실외 | 오전 8:00 a.m. 에서 자정, 매일 고객은 식사나 음료수를 마치지 않았다
고해도 자정 이후로 현장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 실내 | 수용인원은 최저 수용인원 혹은 수용인원 인증서에서 좌석수용력의 50퍼
센트로 제한되어야합니다 (고용인이 포함되지 않음).

• 실외 | 최대 백분율 없음.

• 실내 & 실외 | 여섯(6)명 이하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동
식탁은 사람들의 무리가 서로 육(6)피트 떨어지고 분할이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 & 실외 | 손님들은 직원들이 없는 상태 혹은 바텐더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앉은 사람들의 무리는 최소한 서로 육(6)피트가 떨어져있
어야 합니다. 실내 혹은 실외의 바에 서있는 손님들은 금지됩니다.

• 실내 & 실외 | 모든 식탁은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최소한 육(6)피트를 허용하도록
배치되어야합니다. 손님들은 앉을 준비가 되기까지 최소한 육(6)피트 바깥에서 기
다려야합니다. 주문을 기다리고, 가지러 오고, 지불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손님
들은 서로 최소한 육(6)피트 떨어져야합니다.

• 실내 & 실외 |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은 항상 안면마스크
혹은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손님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러 갈 때를 포함하여 먹
을 때와 마실 때는 제외하고 항상 안면 마스크 혹은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 실내 & 실외 | 최소한 세(3)가지 조리식품 항목 (이미 포장된  간식이 아닌)을 포함
한 음식메뉴는 운영시간 동안 항상 제공되어야합니다.   최소한 한 (1) 항목은 식탁
하나 당 구매되어야합니다. 샐러드바와 뷔페는 할당된 1인분이 준비되고 직원에 의
해 제공되는 한 운영될 수 있습니다. “BYOB(주류 지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내 & 실외 | 현장에서 하는 모든 식사는 앉아서 해야됩니다.  손님은 서 있는 상
태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도록 제공되거나 허용되지 말아야합니다.

• 실내 & 실외 | 대화 수준의 배경 혹은 녹음된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생음악 혹은 엔터테인먼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가깝에 접촉해야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실내 & 실외 | 시설은 예약시스템을 실행해야합니다.   예약은 온라인, 전화, 현장
혹은 모든 세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락처 추적으로
DC보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각 사람의 무리에서 최소한 한(1)사람의 연락정
보는 수집되어야합니다.



질문 (Q). 실내를 재개하기위하여 등록해야합니까?  
Answer (A). 어떤 시설이라도 기존의 실내 공간 혹은 허가를 받은 보도 노천카페 혹은 여름정원을 재개하기 위하여 특별구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장소 혹은 사적공간에 식사공간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하는 시설은 
coronavirus.dc.gov/phaseone에서 특별구와 등록해야합니다. 공공장소 신청서는 DDOT의 승인의 대상입니다. 

Q. 2단계 동안에 시설을 재개하는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A.네. 재개는 각 개인 면허소지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법 하에 21일 이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지를 폐쇄하
는 면허소지자는 안전한 장소에 ABC면허를 배치해야만합니다. ABC 위원회는 공공 보건 응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1일 기간
의 사용료를 지연해주었습니다.

Q. 50퍼센트의 실내 사용인원 제한이 고용인 또는 실외공간을 포함합니까?
A.아니오.

Q.실내에서 식사를 위한 허용된 서비스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A.매일 실내에서의 식사시간을 오전 8시에서 자정 사이에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분명히 하자면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지 않았어도 실내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오전 8시 전 혹은 자정 이후에 식당 안에 남아있으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
습니다.   직원들에게 손님이 앉기 전에 종료하는 시간에 대한 필수사항을 알려주도록 권장됩니다.

Q.가지고 가는 것과 배달하도록 허용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술은 매일 오전 7시와 오전 12사이에 조리음식 항목의 최소한 한 (1) 가지와 함께 가지고 가고 배달되도록 판매될 수 있습니
다. ABRA와 미리 예약을 해야됩니다. 위원회의 명령 혹은 합의서에 금지되지 않는한 면허소지자는 면허에 목록된 운영시간
동안 음식을 가지고 가는 판매 혹은 음식의 커브사이드(주차장/창) 배달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로 시설에서 가
지고 가는 음식주문을 받기위해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은 외부에서 최소한 육(6)피트 떨어져서 기다리도록 권장됩니다.

Q.여전히 새로운 혹은 확장된 외부의 좌석에 앉히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A.네, 특별구와 등록된 새로운 확장된 외부공간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이용됩니다.

Q.손님들을 실내 혹은 실외 바에 앉힐 수 있습니까?
A.네, 제공된 무리인 사람들은 서로 최소한 육 (6) 피트 떨어져서 앉아야합니다.  바텐더는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된 바에서
인원을 충당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료수를 주문받을 수 없습니다.

Q.손님들을 공동식탁에 앉힐 수 있습니까?
A.네. 사람의 무리들은 서로 최소한 육(6)피트 떨어져서 앉아야하고 육(6)피트 구분은 테이프로 혹은 표시를 막지 못하게 하는
다른 수단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합니다.

Q.조리된 음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됩니까?
A.조리음식이란 샌드위치, 샐러드, 스무디 등과 같이 만들어진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칩이나 쿠키와 같은 판매하기 전에 포
장된 항목은 조리된 음식에 추가되어 주문될 수 있으나 조리음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Q.칠판, 샌드위치 광고판, 디저털 메뉴가 메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까?
A.네.

Q.실내 혹은 실외에 생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가 허용됩니까? .
A.아니오, 주택내부에서 들을 수 없는 대화의 수준으로 배경 혹은 녹음 음악만이 허용됩니다.

Q.손님이 앉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알콜성음료를 제공해도 됩니까?
A.아니오, 모든 손님들은 주문된 음식 혹은 음료수를 먹거나 제공될 때 식탁 혹은 바에서 앉아있어야만 합니다.

Q.공공 보건 응급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DC에서 발행된 만기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DC 차량관리국은 운전면허증과 비운전 신분증카드를 포함해서 3월 2일에서 보건응급상황 동안 만기되는 모든 서류에 대
해 만기일을 연장해주었습니다.

2단계 |

ABC FAQS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정규적으로 abra.dd.gov에서 수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