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가게

• 세차장

• 자동차 딜러십

• 종교 단체

• 저위험 업체에게 공급하는 제조업과

물류업체

• 식품점, 공인 파머스마켓, 농장과

농산물 가판대, 수퍼마켓,

푸드뱅크, 편의점, 홀세일 클럽,

약국

• 동물 사료가게, 동물

데이케어와 기숙사, 동물병원

•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파는 가게, 예를

들어서 철물점, 건물, 가전용품, 수영장

용품가게

• 다세대 주택의 체육관과 피트니스

시설

• 라이브 청중이 없는

프로리그 공연장

• 일일캠프

•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수족관

• 소매점

• 실내 쇼핑몰과

쇼핑센터

• 식당과 카페: 식당에서

식사가능, 픽업,

드라이브 스루, 배달을

위해 오픈

• 애완동물 미용

• 보건소, 병원, 치과,

물리치료와

척추교정소, 검안사,

정신과 의사 혹은

행동건강의사, 그 외

헬스케어 장소

• 골프장

• 등산로

• 공원 (피크닉 시설, 놀이터,

운동기구)

• 유아원

• 이발소

• 미용실

• 야영지, RV 파크와 야외

레크리에이션

•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제작

• 관광과 개인 여행용

호텔, 숙박소, 단기

임대숙소

• 테니스장

• 피클볼장

• 커뮤니티 정원

• 리버워크의 승마장

• 차 퍼레이드

• 벼룩시장과 스왑밋

•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드라이브인 식당

• 다세대 주택시설 수영장

(예, 아파트, 콘도,

주택소유주  협회 )

• 스플래시 패드

신규 

살롱, 바디아트업소, 태닝 살롱, 마사지, 얼굴 마사지, 왁싱 등 스파 서비스 

카드룸( 카지노)와 위성도박장 

무엇을 열었습니까? 

글렌데일 회복으로 가는 길: 6/29/20 



현재 문 닫은 곳 

• 주택에 있지 않은 온수 욕조,

자쿠지, 스파 풀

• 아케이드, 볼링장, 영화관

• 라이브 공연장과 콘서트장

• 유아원 안에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 어린이

놀이터

• 레크리에이션과 커뮤니티

센터

• 농구장과 배구장

• 야구장과 축구장

• 청소년 스포츠 리그

•어린이 물놀이터

•페스티벌과 놀이공원

(이러한 파크에 있는

워터파크와 스플래시

패드를 포함)

• 경기장과 공연장(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음)

• 모든 행사와 모임, LA 카운티

보건국장 명령으로 특별히

허가되지 않은 경우

개방하기 전에, 업체는 사업체의 종류나 장소에 해당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 

재개규칙을 준비하고, 이행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Glendaleca.gov/Recovery에서 찾아보십시오 

사업체, 방문객,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거리두기와 감염 

통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항상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단체 모임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구장시설에 개인 기구를 가져옵니다.

• 주점, 양조장, 와인장, 시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