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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결혼식 피로연과 케이터링 이벤트는 이제 주 전체에서 재개 가능함을 

발표  

  

모든 이벤트 장소는 엄격한 보건 안전 규약 준수 필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결혼식 피로연과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가 주 전역에 

걸쳐 재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모든 장소는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 국가의 엄격한 보건 및 안전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되며, 한 번의 행사당 15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 모든 참석자는 이벤트 전에 최근 테스트의 음성 결과 또는 예방 접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잠재적 접촉 추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입장해야 

합니다.  

• 해당 장소는 사회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사전에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앉아서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지정된 장소에서 행사 및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춤은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대면 및 음식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판데믹 전체에 걸쳐 회복력을 

유지했으며, 이 숫자는 우리의 행동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양성률 및 입원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백신 접종을 

늘림에 따라 우리는 터널 끝의 빛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룬 진전을 

훼손하지 않고 여러 경제 분야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과 식사 행사는 이제 뉴욕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약 아래 주 전역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결혼 피로연과 다른 음식 제공 행사의 재개는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 및 입원율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재개를 위한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3월 

19일부터 뉴욕시 실내 식당의 수용 인원은 50%까지,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7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월 15일,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뉴욕시 

지하철의 야간 운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14일 주지사는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Indoor_and_Outdoor_Food_Services_Detailed_Guidelines.pdf


 

 

주 전역에서 레스토랑, 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 당구장 및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 SLA) 운영 면허가 필요한 매장의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또한 4월 2일부터 행사,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33%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이 가능하며, 실내 최대 100명, 실외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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