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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행자들이 검역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공항에서 여행
단속을 운영한다고 발표

집행팀은 7월 14일 화요일부터 항만청 및 지역 공항에 배치되어 주 보건부 여행자 양식
작성의 증명을 요청할 예정
새로운 전자 보건부 여행자 양식이 제공되어 여행객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성 가능
주 보건부는 비상 보건 명령을 발행해 지정된 주에서 온 뉴욕주 외부 여행자들이 뉴욕주
진입 시 보건부 여행자 양식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행자가 주의 검역 제한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뉴욕주의 코로나19 전파율을 봉쇄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공항에서 7월 14일 화요일에
여행 단속 운영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집행팀은 주 전역의
공항에 배치되어 게이트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맞이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을
맞이하여 뉴욕주행 항공편에 타거나 내릴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배포하고 있는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여행자 양식 작성에 대한 증빙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보건부 여행자 양식 전자 버전이 제공되어 여행자가 양식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부는 또한 지정된 주에서 온 모든 주 외부 여행자들이 뉴욕에 입국할 때 보건부
여행자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는 비상 보건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공항을 떠나는 여행객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청회에서 필수 검역을
완료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비행 전 이메일, 비행 전 공지, 기내 안내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승객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알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주에서 기차와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뉴욕으로 오는 여행객은
온라인으로 보건부 여행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6월 24일에, 주지사는 뉴저지와 코네티컷과 공동으로 주에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여행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확산된 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개인은 확인된 주 내의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14일간 검역될 것을
요구합니다. 7일 연속 평균 양성 검사 결과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양성 사례의 수가

주민 10만 명당 10명을 초과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재 19개 주가 검역 요건 기준을
만족합니다. 주의 여행 권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두 가지 위협 아래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성공하였습니다. 규정 준수 부족과 감염률이 높아지는 다른 주에서 뉴욕주로의
바이러스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염률이 가장 높은 주들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검역 명령을 시행했지만,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룬
엄청난 진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 보건부는 오늘 주 바깥에서 온
여행자가 공항을 나오기 전에 보건부 여행자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긴급 보건
명령을 발행할 예정이며, 뉴욕으로 오는 여행자들이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전역의
공항에서 단속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 공항에서의 시행
항만청 공항에 배치된 집행팀은 주 기관의 보안관으로 구성되며, 주 보건부 직원으로
보충되고 항만청 경찰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집행팀은 게이트에서 도착하는
항공기를 맞이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을 맞이하여 주 보건부 여행자 양식 작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만청은 적절한 대기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갖출 것입니다.
지역 공항에서의 집행
맥아더, 웨스트체스터, 올버니, 시러큐스, 로체스터, 버펄로 및 나이아가라 폴스
공항(Niagara Falls Airport)은 매일 영향을 받은 주에서의 도착에 따라 현장에 집행팀을
배치할 것입니다. 엘미라, 오그덴스버그, 플래츠버그 공항 영향을 받은 주에서의
비일상적인 도착에 기반하여 현장에 집행팀을 배치할 것입니다. 이 지역 공항들에
배치된 집행팀은 주 보건부 보안관 및 주 경찰 직원이 지원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게이트에서 도착하는 항공기를 맞이하고 내리는 탑승객을 맞이하여 주 보건부 여행자
양식 작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공항은 적절한 대기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갖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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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