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입원율 및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여러 산업에
대한 추가 재개 지침 발표
3월 5일부터 주 전역의 당구장은 재개장 가능, 뉴욕시의 영화관도 재개장 예정
3월 15일부터 결혼식과 케이터링 행사가 주 전역에서 재개 가능

모든 재개장은 엄격한 보건 안전 규약을 준수해야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입원률과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뉴욕이 경제의 추가 부문을 재개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 전역에 있는 당구장과 뉴욕시의 영화관을 다시 개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15일에
재개 예정인 결혼식 및 케이터링 행사에 대한 지침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회복이 공중
보건과 경제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둘 모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이를 안전하고 현명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의 감염률은 이제 3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이제 주
전역의 당구장, 뉴욕시의 결혼식장, 영화관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감염률이 계속 감소하고 예방 접종률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주 경제의
여러 부문을 계속 재개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주를 건설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나머지 부분에서 폐쇄된 영화관도 지침에 따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각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5일에 개장:
뉴욕시 영화관
•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되며, 한 번의 상영당 5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앉아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모든 극장에서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 사람들 무리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 규정 준수를 위해 점유, 통행 및 좌석을 제어할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영화관은 강화된 공기 여과, 환기 및 정화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주의 나머지 부분의 영화관에 대한 조치를 뉴욕시 영화관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구장
• 당구장은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 50%의 수용 인원으로 제한되고, 뉴욕시에서는
35%의 수용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 앉아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의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하며, 또는 고객/선수 무리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각 무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 직원은 사용 사이에 대여 또는 공유 장비를 엄격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3월 15일에 개장:
•
•

결혼식 및 케이터링 행사
•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되며, 한 번의 행사당 15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 모든 참석자는 행사 전에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잠재적 접촉 추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입장해야
합니다.
• 해당 장소는 사회적 모임 한계 이상의 대형 행사를 사전에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앉아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엄격한 지침에 따라 행사 및 사회적 거리를 둔 춤은 허용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