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Stay Home Stay Healthy 

(집에서 건강하게 있기)” 명령에 대한 

레이크우드시의 대응 

 
2020 년 3 월 24 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020 년 3 월 23 일 “집에서 건강하게 있기 (Stay Home Stay Healthy)” 

명령문을통해 모든 워싱톤주 시민들에게 앞으로 두 주 동안 의료기관, 그로서리, 약국, 게스스테이션 

같이 꼭 필요한 장소를 찾는것 이외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있어야한다는 명령은 모든 종류의 모임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레이크우드시는 모든 시민이 이 명령을 따를것을 권고 합니다. 주지사가 걱정하는것 처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초래한다는 간단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근거해 꼭 필요한 서비스 장소나 승인된 직장에 가는도중 경찰에 의해 정지 당할 수 

있다는 등의 걱정이 있을 수 도 있다고 시 지도자들은 생각합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은 교육과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시의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공원의 공터, 피크닉 장소, 공중 화장실, 아메리칸 호수 배 띄우는 장소, 그리고 

포트 스틸라쿰 공원 경기장, 놀이터, 애완견 공원 등이 현재 모두 폐쇠되었고 이 폐쇠명령을 존중해 

달라고 말 할것입니다.     

위의 모든 장소와 시 빌딩들은 코비드 19 (COVID-19) 의 확산을 막기위해 시민들에게 무기한으로 

페쇄되어었습니다.  



많은 거주민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공원이 아이들 또는 애완동물들과 같이 바람을 쐬고 쉬는 

장소로 여긴다는 것을 알며 공원에 와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도 시정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지사 명령한도 내에서 자전거 타기, 가든 가꾸기, 애완견과의 산책, 달리기와 겉기 등의 

집밖 활동들을 최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공공 장소에서 있는 시간이 적을수로 더 많은 생명를 살릴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것 처럼 

레이크우드시는 현제의 상황에 적절하게 기능을 수정하며 나아 가겠습니다.  

시정부의 서비스 도움이 필요하시고 누구와 연락해야 되는지 이미 아시고 계시면 이메일로 연락 

하십시오 (시 공무원 이메일 주소 바로가기) (view the staff directory).  

시정부의 서비스 도움이 필요하신데 누구와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시다면 다음의 번호중 적절한 

번호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센터/계획과 253-512-2266 (온라인) 

 레이크우드 경찰국:  비상시 911.  일반민원 253-830-5000. 

 레이크우드시 법원 253-512-2258 (전화 통화 가능 시간: 주중 오전 9시 부터 오후 12시 까지) 또는: 

o 당신의 변호사 

o 법원 이메일: citycourt@cityoflakewood.us 

o Fax: 253-512-2267 

 레이크우스시 시청: 253-589-2489 

시청에 전화 하시면 원하시는 부서로 연결 시켜드릴것 입니다.  때에 따라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고 메세지를 남겨 달라는 녹음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 공무원이 

최대한 신속히 답하겠습니다.  

시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필요하신 일들에 관여된 부서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내기 Pay my fine 

 온라인 허가 신청 Online permitting 

 절도손해 목록 작성 Fill out a theft inventory sheet 

시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공중 보건 명령을 따르고 사회적 접촉을 줄일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cityoflakewood.us/directory/
mailto:citycourt@cityoflakewood.us
https://cityoflakewood.us/municipal-court/pay-my-fine/
https://cityoflakewood.us/community_economic_development/permit_center/
https://cityoflakewood.us/police-homepage/


끝으로 경찰관, 소방관, 응급 처치사와 같은 일차 대응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료업 종사자, 

그로서리에서 일하고 계셔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레이크우드시는 코비드 19 관련 웹사이트를  (COVID-19 webpage) 개설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련 

정보와 COVID-19 의 영향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신뢰 할수 있는 단체의 링크 찾을 수 

있습니다.  

피아스 카운티의 코비드 19 (COVID-19)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coma-Pierce County Health 

Department’s website 으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cityoflakewood.us/covid19/
https://www.tpchd.org/healthy-people/human-coronavirus
https://www.tpchd.org/healthy-people/human-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