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간행물에는 2020년 7월 6일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NYC 영업 재개 3단계: 근로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실내 식사는 3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시 당국은 실내식사를 해도 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및 정보는 nyc.gov/workers를 방문하십시오.  

 

2020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3단계의 일환으로 퍼스널 케어 사업장은 뉴욕시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케어 사업장에 포함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 
• 마사지 요법 

• 네일 전문 
• 스파 

• 문신 및 피어싱 시설 
• 자외선(UV) 및 비 UV 태닝 

•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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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근로자 선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프거나 아프기 시작하는 직원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 직원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지침에 대한 정보가 적힌 간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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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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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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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예로는 캐비닛 손잡이, 의자 팔걸이, 도어 핸들, 엘리베이터, 난간, 전등 스위치, 
로비, 냉장고 문 손잡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객이 사용하는 공간과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사용이 끝난 의자, 선탠 부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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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및 소독하십시오. 
 

그러한 예로는 컴퓨터, 전화기, 금전 등록기, 정리 도구가 있습니다.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어 청소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KOREAN 

https://www1.nyc.gov/site/dca/workers/worker-rights.page
https://forward.ny.gov/reopening-new-york-city
https://icons8.com/icon/875/warning-shield


물리적 거리 두기 • 고객 좌석 구역을 포함하여 개인 간 6피트거리가 확보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테이프 또는 기타 마커를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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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실내 한 구역의 최대 면적 중 50%까지만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퍼스널 케어의 경우 최대 인원에는 근로자, 고객, 방문자가 포함됩니다. 
 

화장실이나 휴게실처럼 작은 공간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 

• 사람 간 대면 모임은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 배달 및 픽업 전용 공간을 지정하여 사람 간 대면을 최대한 제한하십시오. 

• 대기실 등 필수가 아닌 공용 구역을 모두 폐쇄하십시오. 

 

퍼스널 케어요구 사항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뉴욕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산업 안전 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모든 식사 또는 베버리지 구역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따르십시오. 
 

• 청소 및 소독 시 COVID-19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우나, 한증막 및 기타 서비스 

사업장은 폐쇄하십시오. 
 

•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얼굴 

등의 서비스는 금지합니다. 
 

•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얼굴 가리개 외에 마스크 

또는 안전 고글을 제공합니다. 
 

• 매 고객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공유 공간, 도구 및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여기에는 의자, 

마사지 테이블, 머리 받침, 선탠 부스 및 재사용 및 

비일회용 도구가 포함됩니다. 청소와 소독을 위해 

예약 간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플렉시 유리와 같은 물리적 장벽이 없다면, 안내 

및 캐시어 직원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장벽이 있든 없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사지 요법 및 스파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직원이 마사지 테이블의 엎드린 자세를 취한 

고객에게 마사지를 시술할때에는 얼굴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 또는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 고객의 얼굴이 아래를 향하고 있거나 이 위치를 

피할 경우 마사지 테이블에 깨끗하고 소독된 얼굴 

가리개(예: 페이스 크래들에 있는 면 베갯잇)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마사지 도중 엎드린 자세에서 등이나 옆으로 눕힐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십시오. 
 

• 고객마다 린넨을 새 것으로 교환 및 세탁하고, 

사용 후에는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네일 및 왁싱 살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고객마다 품목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여기에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욕조 및 그릇, 손 

및 발 건조대, 왁스 용기, 타월, 핑거볼, 주걱이 

포함됩니다. 딥 애플리케이터를 두 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신 및 피어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모든 고객 시술이 시작되기 전 직원이 밀봉된 

포장에서 새 바늘을 꺼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 깨끗하고 사용하지 않은 스텐실 또는 면도기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폐기하십시오. 
 

• 고객 시술 시 직원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게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