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 년 3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따른 필수 서비스 지침 발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일괄 보장하기 위한 10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뉴욕주 일시중단(New York State on PAUSE)"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뉴욕주 전역의 모든 

비필수 기업체에서 사무실 출근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 및 기영리 단체를 모두 포함한 필수 기업 또는 단체는 서비스 종류에 상관 없이, 

온전히 운영을 계속하고, 기업이나 단체 구조에 관계 없이 대면 업무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 기업체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경제개발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내린 것으로, 각 

사업지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비즈니스가 필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지정을 요청하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수 및 비필수 서비스, 물품 또는 

지원을 모두 운영 또는 제공하는 사업체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필수 서비스, 소모품 또는 

지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생산라인 및/또는 사업 운영만이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행정명령 202.6항의 목적에 따른 "필수 사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을 포함하는 필수 치료 관리 운영:  

• 연구 및 실험실 서비스  

• 병원  

• 워크인 관리 보건 시설  

• 응급 수의학 및 가축 서비스  

• 고령자 돌봄  

• 의료 도매 및 유통  



 

 

• 재택 의료 종사자 또는 고령자 지원  

• 의사 및 응급 치과  

• 양로원 또는 주거용 보건 시설 또는 집단 돌봄 시설  

• 의료 용품 및 장비 제조업체 및 공급자  

  

2. 다음을 포함하는 필수 인프라:  

• 발전, 연료 공급 및 변속기를 포함한 유틸리티  

• 공공 상하수  

• 통신 및 데이터 센터  

• 공항/항공사  

• 버스, 철도 또는 임대 차량, 차고와 같은 교통 인프라  

• 호텔 및 숙박 시설  

  

3. 다음을 포함하는 필수 제조업:  

• 모든 식음료를 포함한 식품 가공, 제조 업체  

• 화학품  

• 의료 장비/기기  

• 의약품  

• 위생 용품  

• 통신  

• 마이크로 전자/반도체  

• 농업/농장  

• 가정용 종이 제품  

  

4. 다음을 포함한 필수 소매업:  

• 모든 식음료 매장을 포함한 식료품점  

• 약국  

• 편의점  

• 파머스 마켓  

• 주유소  

• 레스토랑/바(단, 테이크아웃/배달만 가능)  

• 하드웨어 및 건축 자재 매장  

  

5. 다음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업:  

•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처리 및 폐기  

• 우편 및 배송 서비스  



 

 

• 세탁소  

• 건물 청소 및 유지 보수  

• 아동 돌봄 서비스  

• 자동차 수리  

• 창고/유통 및 주문 처리  

• 장례식장, 화장소 및 묘지  

• 필수 사업용 창고  

• 동물 보호소  

  

6. 언론  

  

7. 다음을 포함한 금융 기관:  

• 은행  

• 보험  

• 급여  

• 회계  

• 금융 시장 관련 서비스  

  

8.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다음의 제공자:  

• 노숙자 대피소 및 집단 돌봄 시설  

• 푸드 뱅크  

• 주정부 면허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자발적 프로그램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고 

지역사회 또는 주정부에 등록된 주거 시설에서 개인에 대한 돌봄, 보호, 관리, 

감독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쉼터와 기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여 직접 돌봄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 제공자.  

  

9. 다음을 포함하는 건설업:  

• 전기공, 배관공 등 숙련 기술자  

• 필수 인프라 또는 응급 수리 및 안전 목적을 위한 기타 관련 건설업체 및 전문가  

  

10. 국방  

•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하도급자를 지원하는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운영  

  

11. 거주지 또는 기타 필수 사업체의 안전, 위생 및 필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필수 서비스:  



 

 

• 법 집행  

• 화재 예방 및 대응  

• 건물 규정 집행  

• 보안  

• 긴급 관리 및 대응  

• 건물 청소업자 또는 관리원  

• 직접 고용 또는 벤더에 의한 간접 고용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일반 유지 보수  

• 자동차 수리  

• 소독  

  

12. 물류 및 기술 지원, 육아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  

• 물류  

•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  

• 보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정부 소유 또는 임대 건물  

• 필수 정부 서비스  

  

귀하의 사업체가 상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필수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필수 사업체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폐쇄 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집회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기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는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수 사업 지정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필수 사업 지정 요청에 대한 제한 사항.  

• 1인 근무자/직원만 있는 사업자(주유소 등)는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필수 사업 

지정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바, 레스토랑,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강당, 콘서트, 콘퍼런스, 예배 서비스, 

스포츠 행사, 체력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50인 이상 

모임 제한에 따라 2020년 3월 15일 월요일을 기해 폐쇄 명령을 받은 기업은 

뉴욕주가 발령한 제한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필수 사업 지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Request%20for%20Designation%20Form_0.pdf


 

 

  

시설의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은 다음의 링크에서 COVID-19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에 대한 뉴욕주 보건부 임시 지침(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 -19)을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coronavirus/docs/cleaning_gui

dance _general_building.pdf.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뉴욕주 보건부 COVID-19 웹 페이지 

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웹페이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  

  

지역 보건부 연락처 정보는 

https://www.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index.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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