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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마스크 사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채택한다고 발표
5월 19일부터 뉴욕은 대부분의 기업 공공 시설을 대상으로 CDC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임시 공중 보건 권고"을 적용

유아원에서 12학년, 대중교통, 노숙자 쉼터, 교정 시설, 양로원, 의료 시설 등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뉴욕 주민이 더 늘어날 떄까지 예외로 적용 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19일부터 뉴욕주에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및 공공

시설에서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임시 공중 보건 권고(Interim Public Health Recommendations for
Fully Vaccinated People)”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DC 지침에 따라
유아원(Pre-K)에서 12학년, 대중교통, 노숙자 쉼터, 교정 시설, 양로원, 의료 시설 등은
더욱 많은 뉴욕 주민들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존 뉴욕주의 코로나19 보건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뉴욕주의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해제에 대해 기뻐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비롯해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고 안전한
뉴욕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뉴욕이며 이것을 입증해냈습니다."
CDC의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뉴욕주는 5월 19일부터 다음의 재개 재침을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마스크 규정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CDC의 지침에 따라
18세 이상의 뉴욕 주민중 52% 이상이 예방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뉴욕주는 CDC
지침에 따라 비즈니스의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승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CDC와 주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개인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즈니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권고안은 소매점, 음식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센터,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미용실, 이발소, 그리고 기타 개인 위생 서비스 등 상업적 환경에 걸쳐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수용 인원 규정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현재 최대 수용 인원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은 5월 19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영업은 고객 또는 고객의
일행이 규정대로 사회적 거리를 6피트로 유지하는 공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CDC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는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규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 또는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완료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완료 증빙은 서류,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또는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예방 접종 상태를 알 수 없는 지역을 비롯해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뉴욕 주민들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의무적인 6 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CDC가 지정한 면제 시설을 제회하고 모든 상업 시설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소규모 및 대규모 행사 규정
소규모 행사는 비즈니스 마스크 및 수용 인원 규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의 사교적 모임 참여 인원 제한(실내 250명 또는 실외 500명) 이하로 열리는
행사의 경우, 행사 장소는 모든 참석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DOH는
참석자의 당사자, 모든 참석자가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예방 접종 상태를 알 수 없는 실내 환경에서 참석자 간의 6 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및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사교적 모임 참석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행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참석자 및 참석 단체가 의무적 거리두기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

•

예방 접종 상태를 알 수 없는 참석자 및 참석자 단체는 지정된 구역에서 6피트의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앉아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행사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참석자들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6피트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대신 수용 인원의 100 퍼센트가 같은 공간에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행사 장소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사항을 축소 혜책을 누려야 합니다.
o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이하의 아동 및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6세
이하 청소년은 완전 백신 접종자 구역에서 완전 백신 접종을 받은 성인과 동행 및
함께 착석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는 예방 접종 완료 증빙을 서류,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또는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4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 참석자에 대한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
증빙은 주정부 사회적 모임 참석 인원 제한 규정에 따라 실내 행사 참석을 위해 계속
필요하며 야외 행사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경제 재개에 힘을 싣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뉴욕의 성인 인구 중 62%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고 52%가 일련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주정부의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재개 지침의 추가적인 상세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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