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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월요일부터 볼링장 이용인원을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로
제한하여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

뉴욕시의 박물관, 수족관 및 기타 문화 예술 시설 등 저위험군 실내 문화 활동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재개 가능
항상 페이스 커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안전 프로토콜 준수해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볼링장이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월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볼링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수준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커버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볼링 라인은 적어도 양 옆의 두 라인을
비워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지정받은 라인에서만 함께 방문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매번 사용 후 공유 또는 임대 장비의 청소와 소독을 시행항고 모든
식음료 서비스는 주정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 식사 제한으로 인해
뉴욕시 볼링장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8월 24일 월요일부터 뉴욕시 박물관과 기타 저위험군 문화 시설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박물관, 수족관 및 기타 저위험군 실내 문화
예술이 포함됩니다. 모든 재개 시설은 주정부 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퍼센트 수준 운영, 시간 별 티케팅 사전 준비, 교대 입장, 페이스 커버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준수, 밀집을 막기 위한 이동량 통제,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개선 등 강력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세계적 수준의 문화 시설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 중 한 곳으로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창의성을 제공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도시와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의 종식은 아직 요원하지만, 엄격한 주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방문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시설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다시 한번 뉴욕 주민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주 전역에 볼링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볼링장은 뉴욕 사람에게 진정으로 재미와 레크리에이션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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