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인 뉴욕 주민 중 70%가 코로나 19 백신의 첫 접종을 받을 시 남은 

대부분의 코로나 19 제한 사항을 해제한다고 발표  

  

수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 및 소독, 건강 검진, 추적 목적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뉴욕 포워드 업계 지침은 대부분의 상업적 환경에서는 선택 사항으로 전환될 예정  

  

소매업, 식품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헤어 

살롱, 이발소, 개인 관리 서비스 및 기타 상업적 환경에 대한 필수 지침 해제 예정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6피트의 사회적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규모 행사 시설, 유아원에서 12학년 학교, 대중 교통, 노숙자 대피소, 교정 시설, 

요양원 및 건강 관리 환경은 제외되며 여전히 주의 기존 코로나 19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만 18세 이상의 뉴욕 주민 중 70%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리즈의 첫 번째 접종을 받으면 나머지 코로나 19 제한 사항의 대부분이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 및 소독, 건강 검진, 추적 

연락처 정보 등 주의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산업별 가이드라인은 소매업, 식품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헤어 살롱, 이발소 

및 개인 관리 서비스, 기타 상업적 환경에 대해서는 선택 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행사 시설, 유아원(pre-K)에서 12학년, 대중교통, 노숙자 쉼터, 교정 시설, 양로원, 의료 

시설 등은 더욱 많은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존 뉴욕주의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여전히 6피트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정부틔 최신 질병 통제 예방 센터지침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행사 시설, 

유아원~12학년 학교, 대중 교통, 노숙자 대피소, 교정 시설, 요양원 및 건강 관리 환경은 

제한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뉴욕주의 기존 코로나 19 보건 

프로토콜이 계속 유효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guidance.html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5/NYS_CDCGuidance_Summary.pdf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제약을 해소하는 것은 

뉴욕 주민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수치 추세가 기록적으로 낮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적이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접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주의 재구상된 재개를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성인 뉴욕 주민의 70%가 예방 접종을 받은 후 기업들은 주의 지침을 계속 준수하거나 

직원 및 고객을 위한 기타 건강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시설 

내에서 직원과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시행하기로 선택한 마스크 요건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예: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개인의 예방 접종 상태를 알 수 없는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과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 포워드 산업 지침이 70%의 백신 접종률로 해제될 때까지, 다음의 현행 요약 

보건 지침은 대부분의 상업적 및 사회적 환경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용 인원 - 수용 인원은 예방 접종 상태에 기반하여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 일행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일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기업은 종이 양식,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통해 완전한 예방 접종 상태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은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o 거리두기 -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은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예방 접종 을받지 않은/알 수 없는 개인은 사회적 거리 6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 6피트 대신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마스크 -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알 수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알 수 없는 개인은 실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앉아서 식사 및 음주를 하는 중에, 그리고 야외에서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행사 또는 모임 환경의 경우 앉아 있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o 손 위생 -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위생 스테이션 또는 소모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비누, 흐르는 물 또는 일회용 타월 등의 손 씻기 또는 

손 씻기가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예: 6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살균제)가 필수입니다.  

o 청소 및 소독 - 공용 구역 및 공용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접촉이 많은 표면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 및 소독하고 교통량의 수준 및 공간을 일반적으로 

https://forward.ny.gov/


 

 

이용하는 개인의 유형 및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코로나 19 전파 위험에 따라 

필요에 맞춰 기타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합니다.  

o 의사소통 - 명확하게 표지판, 마커 및 기타 해당 방법을 통해 개인에게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특정 환경 내에서 유효한 보건 예방 지침 및 수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또는 손 위생 등 해당 기업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기타 제한을 알립니다.  

o 환기 및 공기 여과 - 실내 환경의 경우 건물 규정 및 표준에 따라 개인의 

편안함 및 안전과 호환되는 범위 내에서 실외 공기 흐름 및 환기 속도를 

높입니다. 공기가 재순환되는 실내 구역에서는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여과가 현재 설치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여과(이상적으로 

특정 환경에 적용되는 최소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등급 또는 업계 동급 이상)(특정 환경에 

적용되는 바에 따라)를 충족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타 적절한 실내 공기 

품질 측정 및 휴대용 팬, 필터, 공기 청정기와 같은 엔지니어링 제어 장치를 

필요에 따라 배치하합니다.  

o 모임 및 행사 - 주의 사교 모임 제한인 실내 250명 또는 실외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 또는 행사의 경우, 주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예방 접종 증빙 -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사교 모임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집중적인 모임이 있는 모든 환경에서는 예방 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사 시설은 모든 참석자가 관련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예방 접종을 완전히 받는 한 최대 100%의 수용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모임 한도를 초과하는 실내 행사에 참석하려면 만 4세 

이상의 참석자가 완전한 백신 접종 상태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대신 입장 전 72시간 이내의 

PCR/NAAT 검사 또는 6시간 이내의 항원과 같은 

최근의 음성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 대한 최근의 음성 

코로나 19 검사 결과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강 검진 - 모든 개인은 행사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코로나 19 증상, 최근의 밀접 접촉, 최근의 양성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개인이 행사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 티켓 구매, 이메일/웹사이트,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온 확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정보 - 각 참석 일행 중 최소 한 명이 발권 중 

또는 행사 공간에 들어가기 전이나 직후에 기록하여 

잠재적 접촉 추적 작업에 사용할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 절차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종이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기록 자료는 최소 28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주정부 또는 지역 보건부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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