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AM VISITORS BUREAU | SETBISION BISITAN GUÅHAN

guamvisitorsbureau.com | visitguam.com | info@visitguam.com
401 Pale San Vitores Road | Tumon, Guam 96913 | (671) 646-5278 | (671) 646-8861 fax

 

2020-05 행정지시에 따른 관광업 관련 FAQ (업데이트) 

사회적 격리, 의료서비스, 라이센스 규제 완화 및 괌 비주요기관 운영상태 

 
 

1.  본 행정지시는 언제 시행되나요? 

본 행정지시는 2020 년 3 월 20 일 오후 12:00 시를 기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지시 2020-06 은 2020 년 

4 월 13 일까지 유효합니다.  

 

2.  행정지시로 인해 호텔 운영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호텔은 정상적으로 객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룸서비스 및 객실청소 또한 허용됩니다. 호텔 내 운영되는 레스토랑 및 델리는 식당 

내 다이닝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포장(테이크아웃) 및 배달 주문은 가능합니다. 호텔 내 운영되는 바(Bar)와 

연회장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진행이 불가합니다.   

 

3.  호텔 내 피트니스 센터, 스파, 수영장, 해변 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행정지시 2020-07 에 의거하여 2020 년 4 월 13 일까지 해당 서비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모임, 집회와 같은 활동 또한 모두 금지입니다. 

 

4.  공공 해수욕장은 개장하나요? 

행정지시 2020-06 에 의거하여 공원과 공공 해수욕장은 잠정 운영 중단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과 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5.  호텔들은 세탁서비스 운영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호텔들은 외주세탁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지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운영 

가능합니다. 

 

6.  행정지시 기간 동안 건설공사 또는 보수공사를 해도 되나요? 

본 행정지시는 일반 건설공사 및 필수 인프라구축사업(민간 및 군사를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본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공사기간 동안 행정지시 2020-04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7.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 영업을 해도 되나요? 

식당 운영은 가능하지만 포장(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로만 운영 가능 합니다. 

 

8.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당일 경우, 식당 내 손님을 받지 않되 드라이브 

스루로 정상 영업해도 되나요? 

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로 영업 가능 합니다. 

 

9.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해도 되나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업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 인증 농산물 직거래장, 식자재 매대, 

마트, 푸드뱅크, 편의점, 통조림, 건물 류, 과일 및 야채가게, 애완동물점, 정육점, 생선 및 양계업, 가정용품점 

(세제나 개인위생용품)만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전/위생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업장 및 주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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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들은 반드시 괌 보건당국에서 제공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은행은 정상운영 하나요? 

은행과 신용조합기관은 본 행정지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래 은행 및 신용조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골프장은 정상운영 되나요? 

아니요. 골프장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공공시설로 간주되어 본 행정지시가 발효되는 동안 운영이 금지됩니다. 

 

12.  미용실 또는 헤어샵의 정상 영업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영업이 금지됩니다.   

 

13.  대중교통  및 개인 운송서비스도 중단되나요? 

본 행정지시에 대중교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운송업은 각 업체 스스로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개인 소유 운송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운영 여부는 각 업체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 행정지시 기간 동안 투어 버스 운영도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