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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재개장이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
9월 2일부터 모든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내 피트니스 수업은
9월 2일 이후로 지연될 수 있어

시설들은 33%의 수용 인원으로 운영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엄격한 보건 및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월 24일부터 뉴욕의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의
재개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문을 여는 시설은 엄격한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9월 2일에는 모든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1% 미만의 확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에 주정부는 지역의 선출 공무원들이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가 33%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안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시설들이
재개장할 수 있는 시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지금도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역 보건부는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안전하게 재개장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현지 선출 공무원들은 9월 2일까지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재개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현지 보건부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9월 2일
이후까지 실내 피트니스 수업 재개를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시장이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재개장을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뉴욕시
외에는 카운티 최고 경영자인 카운티 행정책임자, 관리자, 매니저 또는 현지 선출
입법기관의 위원장이 체육관 재개장을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체육관에서 실내 수업 재개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시장 및 주 나머지 지역의 카운티 최고 경영자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실내 그룹
피트니스 및 수상 수업을 제외하여 추후로 재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부는
개장 전 또는 개장 후 2주 이내에 체육관을 점검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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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인원: 33% 점유 제한.
접근성: 연락처 정보 기재 및 건강 검진과 함께 입장 필요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항상 적절한 안면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항상 6피트의 거리두기를 지킵니다.
위생/청소: 고객에게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합니다. 공유 장비는 사용 후마다
청소합니다. 직원들은 사용 사이마다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대여
장비는 고객이 사용하는 사이에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수업: 약속/예약에 의해서만 진행합니다. 최대 수업 수용 인원은 6피트의 사회적
거리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로 제한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업 수용 인원의 33%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즉, 스테이션, 사이클 등을
비워두기). 수업은 각 세션 사이에 청소를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하도록 일정을
짜야 합니다.
편의시설: 물병 리필 스테이션은 허용되지만, 공유 음수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 샤워실은 폐쇄하지만, 사용 사이에 청소하는 한 개별 샤워기/샤워실은 열 수
있습니다.
공기 처리 시스템: 체육관들은 최소효율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13 이상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난방, 환기 및 냉방(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서화하고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추가 환기 및 완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점검: 현지 보건부는 체육관/피트니스 센터 재개장 전 또는 재개장 후 2주 이내에
점검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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