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중 안전하게 쇼핑하는 법
COVID-19 가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일 때는 언제라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쇼핑 등의 활동을 재개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COVID-19 확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및 여러분과 같이 쇼핑하는 사람, 소매업체 매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쇼핑하는 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YC 소매업체 매장을 지원하되 안전을
지킵시다! 소매업체 매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COVID-19 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4 가지 핵심 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

▪

몸이 좋지 않거나 COVID-19 합병증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집에 머무릅니다. 아플 때
외출하면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택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항상 얼굴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COVID-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얼굴 커버를 착용하여 주변 사람을 보호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얼굴 커버 착용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소매업체 매장을 입장할 때 얼굴 커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능한 한 다른 쇼핑객과 매장 직원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가능한 경우 픽업할 수 있는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매장 내 체류 시간을 줄입니다.
건강한 손 위생을 실천합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제품을 만진 후, 그리고 매장을 나온
후에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구매하려는 제품만 만지고 가능한 경우 항상 비접촉
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체 매장도 상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지 직원 근무 전 스크리닝 및 아프면 귀가 조치.
▪ 사람들이 6 피트 떨어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동시에 매장 내 머무르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촉진.
▪ 탈의실을 포함하여 매장 내 고객 구역 전역에 걸쳐 손 세정제를 배치하여 건강한 손
위생을 촉진.
▪ 직원과 고객 모두 얼굴 커버를 착용하도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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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장치, 픽업 구역, 화장실, 공용 구역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의 청소 횟수
증가.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는 방법을 비롯해 COVID-19 에 관한 일반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검사소는 nyc.gov/covidtest 를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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