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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5월 7일부터 뉴욕시의 실내 식당이 75%의 수용 인원으로 다시 운영 

가능하다고 발표  

  

뉴욕주의 다른 지역과 같이 뉴욕시를 75% 수용 인원으로 조정  

  

뉴욕시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센터는 5월 15일부터 50%의 수용 인원으로 확장될 예정  

  

미용실, 이발소 및 기타 개인 위생 서비스는 5월 7일부터 수용 인원이 75%까지 확장될 

예정  

  

코로나19 판데믹 중 뉴욕주의 진전에 따라 마이크로 클러스터 존 전략 수립을 철회하는 

행정명령  

  

고객 및 기업은 주 보건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7일 금요일부터 뉴욕시 실내 식당의 수용 인원이 

7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뉴욕주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조정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5월 7일부터 미용실, 

이발소 및 기타 개인 위생 서비스 제공 업소의 수용 인원이 75%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는 5월 15일부터 50%의 수용 인원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주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뉴욕주의 진전에 기반해 마이크로 클러스터 존 

전략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범위의 주 공중 보건 

지침은 여전히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고 믿기 어려운 싸움을 치른 후, 뉴욕주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지역 영업점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제약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식당이 판데믹 동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비즈니스 중 하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뉴욕시의 번성하던 

외식업계는 직원을 유지하고 수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판데믹에 너무도 큰 타격을 입은 뉴욕시의 소규모 영업점 소유주와 근로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당, 개인위생 서비스, 체육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 이후 뉴욕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율 및 입원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재개를 

위한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4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야외 

식사 공간의 경우 5월 17일부터, 실내 식사 공간의 경우 5월 31일부터 식음료 서비스 

부문에 대해 자정으로 설정된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당초 오전 1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했던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참석자들이 백신 접종 증빙 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5월 17일부터, 

모든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5월 31일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호스피탈리티 얼라이언스(NYC Hospitality Alliance) 전무 이사 Andrew 

Rig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환대 산업은 판데믹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긴 회복기에 있습니다. 이주 초 Cuomo 주지사의 식당과 주점의 영업 제한 완화 

발표와 오늘 실내 식사의 수용 인원 조정 발표로 5개 자치구에 있는 실내 식사의 수용 

인원이 75%로 확대될 것이며 지난 1년 동안 재정적으로 황폐화된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의 행정부와 

협력하여 뉴욕시를 다시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세계 

외식업계의 수도인 이곳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상공회의소 전무이사 Mark Jaff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3만 

명 이상의 사업자 및 시민 지도자를 대신하여, 저희 상공회의소는 주지사의 백신 배포와 

예방 조치에 대해 갈채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뉴욕에 방문하고, 근무하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식산업이 제공하는 활기와 문화를 다시 한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실내 식사 기회를 잃으며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료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즐기며 얼굴을 맞대고 교류할 때 느끼는 지역사회의 감각을 잃어버림에 따라 우리의 

정신 건강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지사의 조치로 다시 한번 "안전하게" 뉴욕을 

훌륭하게 만드는 많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라틴 레스토랑 바 & 라운지 협회(Latino Restaurant, Bar & Lounge 

Association) 회장인 Jeffrey Garc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바와 레스토랑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판데믹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진지하게 취하도록 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빠른 

회복으로 이르는 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식당과 바의 수용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멈춰있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롱크스 종합 경제 개발 공사 회장 Marlene Cintr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브롱크스는 코로나19 판데믹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를 재건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을 늘림에 따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will-end-food-and-beverage-service-curfew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will-end-food-and-beverage-service-curfew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will-end-food-and-beverage-service-curfew


 

 

Cuomo 주지사가 뉴욕시의 실내 식당의 수용 인원 확대와 기타 공중 보건 제한 완화를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식당 

근로자가 도시 전역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 살롱 협회(Korean American Nail Salon Association of 

New York)의 이상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네일 살롱은 공중 보건 

관련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오늘 발표는 우리가 사업주와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 단계의 진전입니다. 이 끔찍한 판데믹에서 

회복하면서 주 전역의 네일 살롱 및 기타 영업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과학과 데이터를 연결해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미국 동부 중국인 네일 살롱 협회 회장인 Peter Y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영업점들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기에, 네일 살롱 고객을 7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발표는 어려운 시기에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네일 살롱 

근로자는 소득과 안정성을 지역 영업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조치로 주 전역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뉴욕을 재개방하는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이 새로운 확대로 얻게 될 효과가 

기다려집니다."  

  

맨해튼 상공회의소(Manhattan Chamber of Commerce)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essica 

Wal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뉴욕의 비즈니스와 상인의 가족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혔지만, 우리는 판데믹과 싸우고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판데믹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오늘 발표를 환영하며, 

경제를 보호하며 과학과 데이터를 따르는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완화는 맨해튼에 있는 소규모 영업점,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주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브롱크스 상공 회의소 회장 Lisa Sor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과 개인위생 

서비스 업체들 중 다수는 주 전역의 열심히 삶을 꾸려가는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업점들입니다, 뉴욕시에 실내 식사를 위한 수용 인원이 75%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새로운 조치입니다. 데이터와 과학을 

통해 진전을 이뤄냄에 따라 우리는 경제를 재개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발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해가 지난 지금 뉴욕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를 재개하고 뉴욕 주민들이 이 끔찍한 전염병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을 보여준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상공회의소(Staten Island Chamber of Commerce)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Linda Bar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작년 큰 타격을 입은 

영업점들을 위한 수용 인원 확대 조치의 오늘 주지사의 발표에 고무되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영업을 완전히 재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우스 브롱크스 종합경제개발공사(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Lourdes Zapa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많은 뉴욕 주민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요식업계의 필수 노동자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업에 타격을 입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에 감사하며 확대된 수용 인원으로 안전하게 식당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 지난해 동안 우리 경제를 재건하고 보호해 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쏟은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의 회장인 Elizabeth 

Lussk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 지침을 따르고 예방 접종을 받는 뉴욕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이 수용 인원 확대 조치는 환영을 받으며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의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가 뉴욕주의 다목적 수도인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 주지사와 동료 뉴욕 주민들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andy Pe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외식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통금 시간을 조정하고, 실내 식사 수용 인원을 확대하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를 통해 필수적인 소규모 영업점들과 근로자들이 회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와 함께 뉴욕시를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퀸즈 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Thomas J. Gre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소규모 사업체들이 더 오랜 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봄과 초여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많은 식당이 영업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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