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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3월 26일에 개장할 수 있으며 야외 

놀이공원은 4월 9일 및 캠프는 여름 오프닝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 야외 놀이공원 수용 인원은 

33%로 제한  

  

모든 시설은 보건 프로토콜이 포함된 재개장 계획을 현지 보건부에 제출해야 해  

  

고객 및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입장 전 모든 고객에게 온도 

검사를 통한 건강 검진 필요  

  

낮과 일박 여름 캠프는 재개장 계획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보건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지침을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월 26일 금요일부터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와 

오락 장소가 25%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외 놀이공원은 

4월 9일 금요일부터 33%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개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보건 

프로토콜이 포함된 재개장 계획을 현지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 및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입장 전에 온도 검사를 통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의 낮과 일박 여름 캠프는 재개장 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시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재개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데 따라 변화합니다. 감염률과 입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후 회복을 시작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 

프로토콜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반복하여 

말했듯이,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단합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진행하는 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경제 분야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필수 건강 검진, 모든 실내 가족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와 오락 장소, 야외 놀이공원은 아래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접촉 추적을 알리기 위해 각 당사자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접촉이 많은 지역, 어트랙션 및 놀이기구는 하루 종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어트랙션들은 거리두기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폐쇄해야 하며 자주 

청소/소독해야 합니다.  

• 수용 인원, 거리두기 및 안면 가리개를 포함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티켓은 사전에 판매해야하며, 입구/출구 및 대기 시간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실내 공간은 개선된 공기 여과, 환기 및 정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매, 음식 서비스 및 레크레이션 활동은 모든 주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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