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제 체육관이 COVID-19 확산을 늦추는데 어떤 일을 하고있습니까?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구현하여 사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신체적 

거리두기 및 안면 가리개를 필수로하며 청소 및 소독 지침을 적용합니다. 

 

체육관에서 체온을 점검 할 예정입니까? 

예. 항상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하며 체육관에 출입 할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할 수 있다면 부디 착용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집에 있고 체육관에는 가지 마십시오. 

 

운동하는 동안 마스크 (또는 장갑)를 착용해야합니까? 

신체 운동 또는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안에 있을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체육관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체육관은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표지판 게시, 바닥 표시 및 

체육관 장비 위치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직원은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체육관 장비는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합니까? 

체육관은 접수처 구역, 라커룸,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체육관의 모든 

영역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지침을 강화해야합니다. 

 

매트, 웨이트 장비 및 기계를 포함하여 사용 전후에 각 체육관 장비를 청소해야합니다. 

 



체육관은 운동 밴드, 로프, 폼 롤러와 같은 소형 장비 및 액세서리에 대해 고객을 위한 

대여 시스템을 구현하여 청소 과정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귀하와 트레이너는 최소 6 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합니다. 

트레이너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하며, 귀하 역시 착용을 권장합니다. 

 

단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수업 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6 피트 이상의 신체적 거리가 있도록 수업을 

수정해야합니다. 에어로빅, 스핀 또는 컨디셔닝과 같은 격한 에어로빅 클래스 또는 

일립티컬, 트레드 또는 계단 기계와 같은 기계의 경우 사람들이 8 피트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개인간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OVID-19 는 땀으로 전달됩니까? 

땀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생성된 입자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을 돌보고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나 표면을 만진 다음, 손을 씻기 전에 입, 코, 눈을 만지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친밀한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공기가 깨끗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은 환기 시스템 개선이 권장됩니다. 잠재적으로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외부 공기량과 환기량을 늘리기 위해 기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수영장은 개방되지만 체육관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지침에 따라 추가 청소 

및 소독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용자는 수경 같은 자신의 장비와 수건을 가져와 사용하도록 권장 됩니다. 

 

물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샤워해도 됩니까?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샤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다니는 

체육관에 샤워 시설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체육관의 수건을 사용해도 안전합니까? 

가능하면 본인의 수건을 가져와야합니다. 체육관에는 수건이 준비되어있을 수 있지만 

이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나, 한증막 또는 온수 욕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우나, 한증막 및 온수 욕조는 닫혀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사지 및 스파 서비스는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공유 사물함은 안전합니까? 

예, 그러나 신체적 거리두기를 따라야하며 사물함 가용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농구, 핸드볼 또는 라켓볼과 같은 단체 스포츠가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가구가 아닌 참가자가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같은 가구가 아닌 사람들과의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가를 해도 괜찮습니까 / 자신의 매트를 가져와야합니까? 



예, 그러나 수업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온도가 100 도 이상인 핫 요가 수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건, 매트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가져와야합니다. 

 

공유되는 기계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적절한 소독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피트니스 스튜디오에서 라운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운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잡지, 서적, 정수기 (무접촉이 아닌 

경우)와 같은 공용 시설은 제거됩니다. 

 

보육 서비스가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보육 서비스는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놀이터가 있는 피트니스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이 재개 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닫아 두어야합니다. 

 

체육관에서 주스 / 스낵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각 시설은 운영의 재개 요소를 결정하지만 주스 바, 스낵바 및 매점을 포함한 식품 

서비스 운영은 개방 될 수 있으며 현재의 보건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