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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인 뉴욕 주민 중 70%가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을 받아 코로나19 

제한 사항을 해제한다고 발표  

  

소매, 식품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미용실, 이발소, 퍼스널 케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상업 환경에서 주 코로나19 제한 및 

뉴욕 포워드 산업 지침 해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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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및 건강 관리 환경은 여전히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만 18세 이상의 뉴욕 주민 중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리즈의 첫 번째 접종을 받아 코로나19 제한 사항의 대부분이 즉시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모임 제한, 수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 및 소독, 건강 

검진, 추적 연락처 정보 등 주의 보건 지침 및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산업별 

가이드라인은 이제 소매업, 식품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헤어 살롱, 이발소 및 개인 관리 서비스, 기타 상업적 환경에 대해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에 따라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정부의 

최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 보건 지침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대규모 

실내 행사 장소, 유아원(pre-K)에서 12학년 학교, 대중 교통, 노숙자 대피소, 교정 시설, 

요양원 및 건강 관리 환경에서 계속 유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율은 미국에서 가장 낮을뿐만 아니라 일정보다 빨리 70%의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성공적으로 배치했으며 

뉴욕이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노스웰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확신을 준 간호사 Sandra Lindsay와 함께 이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2천만 

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여 미국의 어떠한 대형 주보다도 1인당 많은 횟수입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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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낸 뉴욕 주민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옳음을 입증하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겨내도록 한 주정부의 

의무사항은 오늘 즉시 완화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 Jeffrey D. Zien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예방 접종에 대한 주정부의 진전 덕분에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주에서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노력을 선도하는 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 지역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주 및 

지역사회 지도자, 예방 접종을 받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 덕분입니다."  

  

주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제한은 대규모 실내 행사 장소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5,000명 이상의 참석자를 수용하는 실내 장소로 정의됩니다. 

주정부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시행에 따라 예방 접종 증명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고 마스크를 벗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예방 접종 상태인 만 4세 이상 개인은 최근의 음성 

진단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를 계속 제시하고 장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를 거친 참석자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모든 

섹션에서 장소가 100% 수용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 뉴욕 주민의 70% 이상이 적어도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했으며 새로운 

코로나19 사례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의 발전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위험 감소를 감안할 때, 주정부는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개인 및 

특정 환경(예: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라 대규모 실내 행사 장소, 유아원에서 12학년 

학교, 공공 기관, 노숙자 대피소, 교정 시설, 요양원 및 건강 관리 환경)에 대한 마스크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뉴욕 포워드 산업 재개 지침은 더 이상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서는 

보관되어 공개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재개를 위한 주정부의 최소 표준이 제거됨에 따라 기업은 모든 또는 일부 제한 사항을 

해제하거나, 주의 보관된 지침을 계속 준수하거나, 직원 및 고객을 위한 기타 건강 예방 

조치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시설 내에서 백신 접종 상태와 

무관하게 직원과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시행하기로 선택한 마스크 요건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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