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간행물에는 2020년 7월 20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NYC 영업 재개 4단계: 근로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실내 식사, 실내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는 4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시 당국은 실내 식사, 

실내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를 재개장해도 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및 정보는 

nyc.gov/workers를 방문하십시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4단계의 일부로서 뉴욕시의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고등 교육* 

• Pre-K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 
 

*학교는 NYC가 4단계에 있고 일일 감염률이 14일 평균 5%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만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주정부 

가이드(고등 교육, Pre-K부터 12학년까지)는 

forward.ny.gov에 있습니다. 시당국 가이드(Pre-K부터 

12학년까지)는 nyc.gov/schools에 있습니다. 

•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 미디어 제작† 
 

†동영상, 음악, TV 및 스트리밍 제작 활동은 세트장, 로케이션 

또는 모든 제작 또는 녹화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고등 교육에 포함되는 학교: 
 

• 커뮤니티 및 주니어 칼리지 

• 대학 

• 대학원 및 전문 학교 

• 의대 

• 기술 학교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에 포함되는 장소: 
 

• 동물원 

• 식물원 

• 자연 공원 

• 유적지 및 문화 시설의 지역 

• 야외 박물관 

• 야외 농촌체험관광 

• 지역 농업 시연 및 전시회 

• 기타 유사 기관/활동 
 

해당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본 발행물을 읽고 일반 요건 및 산업별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상세 지침은 forward.ny.gov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 재개,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지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영업 재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신고하려면 311(근로자 보호 직통 전화) 또는  

1-212-436-0381로 전화하십시오. 
 

영업 재개 시 모든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일반 요건 
 

의사소통 및 선별 • 근무처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 

• 귀하와 동료 모두 안전 및 위생 지침을 익혀야 합니다. 

• 직원 건강 검진은 매일 실시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기타 직원(하청업체, 공급업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고용주는 아프거나 아프기 시작하는 직원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 직원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지침에 대한 정보가 적힌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KOREAN 

https://www1.nyc.gov/site/dca/workers/worker-rights.pag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igher_Education_Summary_Guidelin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12_EDU_Summary_Guidelines.pdf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
https://forward.ny.gov/reopening-new-york-city
https://icons8.com/icon/875/warning-shield


보호 장비 • 귀하와 동료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체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귀하와 동료들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 세척 및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고객 및 방문객을 응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6피트 간격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경우 직원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위생, 청소 및 소독 • 직원을 위한 손 위생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누, 물, 

페이퍼 타올을 비롯해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 이상인 손 

소독제를 갖춘 구역이 포함됩니다.  

• 공용 공간 및 접촉이 빈번한 표면과 물건은 정기적으로 자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문 손잡이, 난간, 전등 스위치, 화장실 등이 그 예입니다. 
 

고용주는 고객과 방문객이 사용한 공간과 표면을 매 사용 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장비와 도구는 되도록 공유하지 말고, 장비 및 도구는 사용한 후에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십시오.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어 청소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 가능하다면 개인 간에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고객과 방문객이 2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는 연령이면,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화장실이나 휴게실처럼 좁은 공간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을 걸어야 

합니다. 

• 대기실 등 필수가 아닌 공용 구역을 모두 폐쇄하십시오.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의 요구 사항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실내 한 구역의 최대 면적 중 33%까지만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에는 

근로자, 고객 및 방문객이 포함됩니다. 
 

• 고객과 방문객에게 건강 검진을 받게 하십시오. 
 

•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방문객은 

입장을 막으십시오. 예외자는 일반 요구 사항 

섹션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참조하십시오. 
 

• 직원이 고객 및 방문자를 응대할 때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고객 및 방문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리가 6피트 미만이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 다양한 당사자의 고객과 방문자는 서로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전 등록기 등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나 다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실외 공간, 화장실 및 기타 구역에 접근하고자 

실내 공간을 출입해야 하는고객과 방문자 간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실내 인원 

수를 제한합니다. 

• 고객 및 방문자 동선 흐름을 통제합니다. 소규모 

지역 전시회의 경우 고용주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수용하고 최대 인원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 

인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최대 모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 구역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여행은 같은 그룹의 일원으로 제한하고, 

단체 총 인원수가 근로자와 다른 고객 및 

방문객을 포함하는 최대 수용 인원보다 적도록 

해야 합니다. 
 

• 인파가 모이는 위험도 높은 전시회는 닫으십시오. 
 

• 각기 다른 여러 가구 또는 그룹에 속한 

어린이들이 다녀갈 때마다 전시품과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어린이 

전시회와 놀이 공간을 닫으십시오. 
 

• 공동 구역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십시오 

(예: 전시회). 



• 그룹 사이의 거리를 6피트로 유지하도록 피크닉 

장소를 옮기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소를 

닫으십시오. 
 

• 고객과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헤드셋 및 기타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일회용 지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매번 사용한 후에 지도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미디어 제작 요구 사항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실내 한 구역의 최대 면적 중 50%까지만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에는 

직원, 출연진 및 크루가 포함됩니다.  
 

• 직원, 출연진 및 크루는 모든 로케이션에서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6피트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면, 고용주는 2세 이상이면서 

의학적으로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긴밀히 접촉해야 하는 직원, 출연진 

및 크루는 업무 보고 전 COVID-19 검사를 받고, 

매주 한 번 이상 현장 또는 로케이션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밀착 및 마스크 제거를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수립합니다(예: 헤어, 

메이크업, 의상, 리허설, 공연, 촬영). 출연자는  

이 활동에 대해 얼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지만 이 

활동이 끝난 후에는 얼굴 가리개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밀착 및 마스크 제거를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 출연자와 일할 때 얼굴 

가리개 또는 안전 고글 등 얼굴 가리개와 안구 

보호구를 착용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음향 기술자,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포함됩니다.  
 

• 인력은 필수 직원, 출연진 및 크루로만 제한하고 

친구나 방문자 등 일반 직원의 출입은 

금지하십시오. 고용주는 필수 인원으로 출입을 

제한하도록 충분한 보안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으로부터 제작 로케이션을 확보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소독 및 위생 표준을 

유지하십시오. 
 

• 직원, 출연진 및 크루가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지 관찰하고 음식 및 음료를 

공유할 수 없게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차 안에 두 사람 이상 탑승한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얼굴 가리개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달 및 픽업 전용 공간을 지정하여 사람 간 

대면을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 유급 직원, 출연진 및 크루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라이브 관중을 금지하십시오. 고용주는 

관중을 100명 이하 또는 관중 수용 인원의 25%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전방향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 모든 미디어 제작 장비 및 도구는 COVID-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미국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장비 및 도구에는 케이스, 카메라, 접안 렌즈, 

렌즈, 모니터 및 터치 스크린, 돌리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모든 소품, 의상 및 사용 재료를 사용 

후에 반드시 청소 및 소독하고 해당 품목들은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