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5월 19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참석자로 채워지는 새로운 팬 섹션과 

함께 대규모 야외 장소의 수용 인원 확대 발표  

  

대규모 야외 행사는 참석자 또는 일행이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  

  

예방 접종을 완전히 받은 참석자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 접종을 완료한 개인에게 

지정된 섹션에서 최대 수용 인원으로 참석 가능  

  

뉴욕주 보건부는 양키스 및 메츠와 협력하여 경기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  

  

양키스와 메츠는 양키 스타디움 또는 시티 필드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바우처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규모 야외 이벤트 장소가 5월 19일부터 참석자 및 

일행이 6피트로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제한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야외 스포츠, 공연 예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주 전역의 경마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 적용됩니다. 적절한 사회적 거리, 마스크, 기타 요구되는 건강 

프로토콜은 계속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대규모 야외 행사 장소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참석자들에 

한정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6피트 떨어져 있는 대신 붙어앉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섹션에 앉은 개인은 종이 양식, 디지털 앱 또는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통해 제공되는 백신 접종 완료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6월 19일까지 대규모 실내 이벤트 장소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개인에 

한정하여 지정된 좌석 구간을 좁혀진 사회적 거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방 접종을 받은 성인과 함께 접종 완료 구역에 앉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확진율과 입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개를 재조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추이는 앞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뎌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 가능한 공간으로 제한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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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예방 접종을 완료한 개인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석 가능한 섹션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화살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룬 

중대한 진전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에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황이 좋아지고 코로나19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양키스(Yankees) 및 메츠(Mets)와 협력하여 경기 관중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키스와 메츠는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이나 

시티 필드(Citi Field)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양키스는 예방 접종 운영일 내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는 첫 1,000명의 야구팬과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반나절 동안 백신을 접종 받는 첫 700명의 야구팬에게 티켓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티켓 바우처는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2021 또는 2022 양키스 

정규 시즌 홈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좌석 2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메츠는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정된 각 메츠 홈경기 당일, 씨티 필드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첫 250명의 팬에게 티켓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티켓 바우처는 

2021 또는 2022 메츠 정규 시즌 홈경기의 두 개 좌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금일 발표는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경제 재개에 힘을 싣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지난 5월 3일,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의 영업점, 이벤트 장소 및 모임에 대한 코로나19 판데믹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한 완화에는 영업점의 수용 인원을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하고, 5월 10일부터 야외 사교 모임 

제한을 500명으로 늘리고, 5월 19일부터는 실내 사교 모임 제한을 250명으로 늘리고, 

야외 거주자 모임 제한을 없애며 실내 거주자 모임 제한을 50명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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