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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요 스태디움 및 경기장에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2월
23일부터 제한된 관중 대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스태디움 및 경기장에서 행사 재개 가능

버펄로 빌즈 파일럿 프로그램을 모델로, 유사한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 재개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2월 23일 새크라멘토 킹스에 맞선 브루클린 네츠 홈 경기 개최
승인
이번 이니셔티브의 성공으로 향후 소규모 장소 운영 재개에 도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 스태디움 및 경기장에서 2월
23일부터 제한된 관중을 대상으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펄로 빌즈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행사 장소
및 행사 운영은 반드시 해당 모델과 유사한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장소 및 행사 승인, 수용 인원 제한,
의무 검사, 안면 가리개 의무 착용, 체온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른 좌석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주 전역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부의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바클레이즈 센터(Barclays Center)는 2월 23일 새크라멘토
킹스(Sacramento Kings) 대한 브루클린 네츠(Brooklyn Nets) 홈 경기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몇 주 동안 승인된 장소에서 이러한 행사 및 유사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향후 소규모 경기장의 재개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방면에서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반드시 현명한 방식으로 균형 있게 경제를 재개해야 합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생중계는 오랫동안 뉴욕의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겪게 된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다행히도
팬을 위해 버펄로 빌즈 경기 재개하는 목적의 우리 파일럿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을 주 전역의 다른 대규모 장소에 확대

적용하여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를 도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재미와 기쁨을 되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 운영 재개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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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행사 모두에 대한 DOH 승인 획득
모든 경기장 및 스태디움에서 수용인원 10 퍼센트 제한 실시
모든 직원과 관중은 행사 72시간 내에 음성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확인 필수
모든 참석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체온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한 좌석 배치 필수
모든 참석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조
개선된 공기 여과, 환기 및 정화 기준 준수
모든 소매, 음식 서비스 및 운동 등 활동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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