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여러분께,  

  

저희는 주민 여러분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현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용하고 관련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 관련 상황 변화에 발맞춰 

저희는 NYC 보건부(Health Department) 및 기타 정부 파트너 등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정책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얼굴 가리개  

  

이번 주, 쿠오모 주지사는 얼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중요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되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NYCHA 

거주자를 포함한, 2세 이상의 의학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공 장소에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마스크나 천 얼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는 먼지 

마스크, 스카프, 반다나와 같이 코와 입을 가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주민과 그 가족들은 공공 장소 및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건물 출입 구역, 관리 사무소, 

놀이터(현재 폐쇄 중), 좌석 구역 및 통로 등의 NYCHA 단지와 공공 공간에서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 및 시 정부는 직장에서 동료 직원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이하의 거리에서 직접 접촉하는 모든 필수 직원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에 따라, NYCHA는 NYCHA 단지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대중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공공 장소, 관리 사무소, 대기 구역 및 건물 입구, 놀이터, 좌석 구역과 

통로 등의 야외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얼굴 가리개는 잠재적으로 착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COVID-19를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 위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COVID-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위생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민과 직원에 대한 추가 보호 대책   

  



얼굴 가리개 착용 외에도, 주민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비스와 수리를 실시하는 

NYCHA 직원이 아파트 내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건강 

등의 질문을 포함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는 NYCHA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NYCHA 직원을 집 안에 들이기 전에,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가구 구성원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방문을 닫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별도의 방이 없는 경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직원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수리하는 동안 적절한 환기를 위해 아파트 창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직원의 아파트 출입을 수락하지 않거나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은 

감독자와 함께 일정을 변경할 것입니다.  

  

COVID-19 사태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