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크루즈 보건/안전 조치
크루즈 승선 전
새로운 수속 절차 및 규정 도입
• 모든 승객 문진표 작성 및 비접촉식 발열 검사, 코로나19 검사 실시
•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용이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승객별로 항구 도착 시간 할당
• 선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터미널 및 갱웨이 소독
• 모든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소독
• 승/하선 승객 분리

크루즈 승선 후
시설 위생 관리 기준 향상
• 균일 도포가 가능한 정전기식 분무 기술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멸균 (병원급 살균제)
•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선박 전체에 걸쳐 잦은 소독 실시
• 선내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승객의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주의하여 매일 선실 청소 실시 (크루즈 일정 마지막 날 철저한 소독 실시)
• 피트니스 기구, 야외 시설, 키즈/틴클럽 내 오락 시설 등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장비 이용 후
항상 소독 실시
• 선박 내 공기가 재순환되지 않도록 공공시설과 선실에 100%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

향상된 의료 체계 및 승무원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선내 의료진 수 충원, 코로나19 진단 장비와 산소호흡기를 포함하여 메디컬 센터에 의료 기구 완비
• 모든 승객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독감 증세가 있는 승객은 메디컬 센터에서 무료 진료 실시)
•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별도의 대기 공급 시스템을 갖춘 전용 구역에 격리 조치
• 승무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열 체크 실시
• 모든 승무원 마스크와 장갑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새롭게 고안된 선상 생활
• 레스토랑 및 바/라운지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좌석 간격 유지
• 극장, 키즈/틴클럽 등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용 인원 제한, 공연 스케줄 확대
• 수영장 및 야외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선베드 사용 후 소독 및 매일 밤 철저한 소독 실시
• 엘리베이터, 극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보건/안전에 대해 선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항지 투어
• 지방 당국과 보건 기관의 규제를 준수하며 보건/안전에 대해 선내와 동일한 높은 기준을 적용
• 축소된 투어 규모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좌석 간격 유지
• 새로운 그룹 이용 전 차량 소독 및 손소독제와 소독/방역 매트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