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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개: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NYC 내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점검 요청 및 증명서 제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했을 때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해당 시설이 뉴욕주가 발행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며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NYC 
보건부)로부터 점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가상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는 단독형, 호텔, 거주 및 사무실용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고등 교육 기관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단체 피트니스 수업(요가, 필라테스, 춤, 
무술 등)을 제공하는 시설 및 스튜디오가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에 관하여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지고 질병 확산 방지 및 뉴욕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주의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조치를 기억합니다.  
 

•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무릅니다. 몸이 아픈 경우 필수적인 진료(검사 포함)나 기타 
필수 업무 외에는 자택에 머무릅니다.  

• 물리적 거리를 둡니다. 타인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 다음의 경우 얼굴 커버를 착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증상이 
없어도 전염성을 가질 수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도 질병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얼굴 커버는 COVID-19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강한 손 위생을 실천합니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비누와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팔로 가립니다. 

 
가능한 한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 직원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자택에서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재택근무 허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재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운영 재개를 위해 반드시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안전 계획을 세우고 영업장에 게시합니다.  
• 뉴욕주(NYS)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여러분이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 및 이해하고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에서 확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점검 요청 및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nyc.gov/health/coronavirus
https://www1.nyc.gov/site/coronavirus/get-tested/covid-19-testing.page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yms_and_Fitness_Centers_Detailed_Guidelines.pdf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nycdohmh.force.com/gym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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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체육관 또는 피트니스 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점검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작성한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점검 요청 및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NYC 보건부의 
검사관이 가상 점검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가상 점검은 무엇입니까?  
가상 점검이란 NYC 보건부 검사관과 체육관 관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상 통화입니다. 
검사관은 NYS 요건 준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가상 투어를 통해 안전 계획 게시물 부착 
및 체육관 얼굴 커버 공급 상황 등을 가리키며 시설이 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상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무엇이 있나요? 
가상 점검을 수행하려면 태블릿,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Facetime이나 Google Duo 등의 화상 통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상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NYC 보건부에서는 여러분과 대면 검사 등 다른 검사 선택지에 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NYC 보건부가 검사를 수행하기 전 운영을 재개할 수 있나요? 
네. 검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한 경우 시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시설이 NYC 보건부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발견된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사관은 재점검 준비가 되었을 때 NYC 보건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NYC 보건부의 인원 서식에는 COVID-19 인원 제한 이전의 최대 수용 인원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란 무엇입니까? 
최대 허용 인원은 뉴욕주에 의해 도입된 COVID-19 수용 제한이 시행되기 전 여러분의 
체육관에 허용되었던 인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실내 피트니스 수업은 허용됩니까?  
2021년 3월 22일부로 NYC 내 실내 피트니스 수업이 허가됩니다. 실내 피트니스 수업을 
보유한 시설에서는 NYS 지침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얼굴 커버를 써야 하나요?  
네. NYS에서는 직원 및 고객이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항상 얼굴 
커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세 이하의 고객 또는 의학적으로 얼굴 커버를 

https://nycdohmh.force.com/gyminspection/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yms_and_Fitness_Centers_Detailed_Guidelin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yms_and_Fitness_Centers_Detailed_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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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없는 경우 제외). 사용할 수 있는 얼굴 커버로는 입과 코를 모두 덮으며 운동에 
적합한 천 소재의 얼굴 커버 및 일회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NYS 규정에 따르면, 버프 및 
각반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얼굴 커버입니다.  
 
운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시설에 따라,신체 문화 시설(Physical Culture Establishment, PCE)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E 및 허가 신청 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중앙식 공조 시스템을 검토하는 HVAC 기술자가 공인 기술자여야 합니까? 
네. NYS에서는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기업,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중앙식 공조 시스템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NYC 외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HVAC 인증 기관에서 제공한 HVAC 
인증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재개에 관한 기타 주요 질의에 관한 답변은 "Reopening New York City: Frequently Asked 
Questions"(뉴욕시 재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이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서가 새로운 요건 준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NYC 보건부의 COVID-19 
비즈니스 페이지에는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의 운영 재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정보 및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26.21 

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special-permit-for-physical-culture-establishment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reopening-nyc-faq.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reopening-nyc-faq.pdf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businesses-and-facilities.page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businesses-and-faciliti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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