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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는 COVID-19 식당 요건 위반 피하기 
 

음식 서비스 시설은 뉴욕주가 발행한 COVID-19 관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대책을 시행하여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반을 피하십시오. 
 

안전 계획을 유지합니다. 

o 재개 안전 계획을 마련합니다. 비즈니스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참고하십시오. 

o 그 계획을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o 계획의 모든 측면이 계속 준수되는지 확인할 사업장 안전 요원을 지정합니다. 
 

일일 청소 대장을 유지합니다. 

o 날짜, 시간, 청소와 소독 범위를 포함하는 청소 대장을 마련합니다. 일일 청소 대장 템플릿을 

참고하십시오. 

o 청소와 소독 절차와 장부를 작성하는 법에 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o 청소와 소독이 매일 이뤄지고 해당 장부가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일 직원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합니다.  

o 다음과 같이 직원을 스크리닝합니다. 

• 체온 검사 및 

• 직원이 사업장에서나 원격으로 문진표 작성 샘플 COVID-19 스크리닝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o 모든 스크리닝 문진표를 검토하고, 건강 스크리닝 평가서가 검토됐음을 나타내는 일일 기록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샘플 템플릿을 참고하십시오. 
 

줄을 서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에 6피트 거리를 나타내는 표시를 합니다. 

o 다음과 같은 구역에 6피트 거리를 표시합니다(예: 바닥에 테이프나 스티커 부착). 

• 주문하거나, 음식을 픽업하거나, 결제하거나, 좌석을 기다리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고객이 줄을 서는 곳.  

• 타임카드를 찍는 곳, 건강 스크리닝대, 휴게실 등 직원이 모일 수 있는 곳. 
 

필수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o 고객과 직원에게 다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 몸이 아프면 자택에 머무릅니다. 

• 안면 가리개(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것)를 착용합니다. 이는 직원은 항상, 고객은 착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 뉴욕주 여행 경보에 따라 최근 COVID-19 지역 확산이 심각한 주에 방문한 경우 검역합니다.  

• 개인보호장구를 적절히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고수합니다.  

• COVID-19의 증상이나 COVID-19에 노출된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도 게시해야 합니다.  

• 청소와 소독 지침을 따릅니다. 

• 건강한 손 위생을 실천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소매로 입을 가립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C_Indoor_Food_Services_Detailed_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C_Indoor_Food_Services_Detailed_Guidance.pdf
http://link.newsletters.nyc.gov/ls/click?upn=ZRmjWd47TU-2FkELEFW6BJh5H-2Fx7oZnu3WW7tjMIL4k5uivYmEX4XNqMR-2FMVYESzz5-2FcyZ1sMtmNp2h-2BqylZmGrMV32rVdBILPr4qHjzxvmebbPSIJkxUD1UCst1LbsT-2FOqjvyW-2BeYKcw1c3J1p-2FylZwy9zUfCdjZlrHzglx9BIFDCeTrIP-2B281IWqQKzfiOXRToCtms83zrUHGmG57R0-2BzhnYbPh-2FNFPir0-2Bo4cH5NVDW95uxy2MGgvZSMlW90n0yfVZj-2FkUH1-2BJyyY-2F6m1plL7n2pFDzJXyRSty1Q2GliLIUDl-2BJorCm-2FEqp3efoyLmebY1gw-2FQ-2BmpdM2vJ9MsHKqJm0mGcxnWfG2SgXQGS-2F0fyvwabLQg1hsigDVTEi0kv9VR1c-2BD8bdLOT14XW7hePFQR3bk-2B92vQNADEpxyy9SHwPgIz-2FM7TdA6Ul4Tdyvw16USGX1RUPJ62po7OuclN-2BmPztPE-2FAXPYBrqzNpXOO58vfLM5ilX8FdnYyyvOF-2FrbIP-2F-2FL-2Bqird4WrZb-2BChhdcCA-3D-3D9HXO_-2BkkiRzDgImZpVLyKLWxFVv8hcMqqtzjYuoj5ld8mU2pM6bP37sue0qhJV9zjrTH9CQhyQXKw8kI3LGPBKxe2jkgjTbKb8LTahmFXMJCNkQ9S6Aob2le-2FmJk95153pERtLdEuzidhyIvRB455e5ZCH-2F2mnEmylxB5II7ZbGCiPmW-2FjPxgi-2BsL2ogGbu-2B5VAdMMQvMfLfKp-2BhobcyqjcvvmgOST-2BqJLA7jYFRWFyI5jvu6QqGn31XEG1lLy9Gteehk0xONx2EUcB85inJZvsteh1ldTLyG1Np0CHVHr5dnwgm-2BNzrFXLMbhXr-2BAocQsaH4YGKG3yW7JGi6HmK5P9xdIwrG2HM3h2jj2ZjNW1L0zcR5h4-2BeO6P3BW3zfvHte-2FfTjyYNArPhjOzvQSucrPKiSZnZ6dZeA8hzM4w39t9e0EdiI1aVVVbFm8Xx2LWMC06S67FiRoy2yYudv0Op8uQhWj7vBQ5dTFxBeDZAbaYPxmY-3D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cleaning-disinfection-log-template.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symptom-screening-businesses.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health-screen-template.pdf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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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례의 신고는 833-208-4160번으로 전화하거나 855-904-5036번으로 

'VIOLATION'(위반)이라고 문자합니다. 

• 시설 수용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고객 인원수. 

o 여러 언어로 인쇄 가능한 표지판은 NYC 보건부의 COVID-19 포스터와 전단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27.20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posters-and-flyers.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posters-and-flyers.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