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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패션 위크가 무관중으로 9월에 열린다고 발표  

  

NYFW는 2020년 9월 13-17일 개최 예정이며 야외 행사 50명, 내부 행사 최대 수용 인원 

50 퍼센트로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열리는 등 뉴욕주 보건 안전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라이브 및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들이 선보일 라이브 스트리밍 패션쇼 및 가상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뉴욕 패션 위크(New 

York Fashion Week, NYFW)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야외 행사 50명 

50명, 실내 행사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가 참여하고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등 뉴욕주 보건 

안전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뉴욕 패션 위크는 라이브 스트리밍 런웨이 

쇼, 독점 디자이너 관련 콘텐츠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라이브 및 가상 패션쇼,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세계 패션 중심지이며 뉴욕 패션 위크는 

뉴욕시의 독창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로 뉴욕이 

타격을 입었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자랑스럽게 행사 주관사인 IMG를 

지원하여 엄격하게 주정부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하며 NYFW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전은 

언제나처럼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뉴욕 스마트(New York Smart) 

솔루션을 통해 이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관사와 모든 참여 디자이너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 패션 위크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발행한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모든 모임의 

경우 50 명이하 또는 해당 공간의 점유 증명서 상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이하로 

운영,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 모든 인원(직원, 벤더, 디자이너, 모델, 초청객 

등)의 뉴욕주 여행 권고 준수, 입장 전 체온 측정 등 진단 검사 및 보건 선별 절차,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인원으로 현장 인력 제한, 항상 페이스 커버 착용 등 정책, 절차, 

예방, 선별 과정이 포함됩니다.  

  



 

 

NYFW 소유자 및 프로듀서인 IMG는 모든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의무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뉴욕주 공무원 및 주요 행사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NYFW의 현재 행사 계획은 주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4단계(Phase 

4) 재개 지침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NYFW는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제작 및 야외 음식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NYFW 제휴 실내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제한된 수의 프라이빗 행사가 스프링 플레이스(Spring Place) 옥상 야외 공간에서 

열리며, 50명 이하가 참석해야 한다는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IMG의 패션 이벤트 그룹(Fashion Events Group)의 Leslie Russo 총괄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하여 대담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응은 전국에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패션 업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뉴욕 패션 위크 기간 중 디자이너, 모델, 스타일리스트,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가, 제작팀, 기타 패션업계 종사자 및 연관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여 이번 9월 안전하게 업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NYFW는 Adeam, Anna's, Alice + Olivia, Amen, Badgley Mischka, Bibhu Mohapatra, 

Bronx and Banco, C+ Series, Chloe Gosselin, Chocheng, Christian Cowan, Christian 
Siriano, Cinq a Sept, Claudia Li, Concept Korea, Faith Connexion, Frere, Jason Wu, 
Jonathan Simkhai, Kim Shui, Laviebyck, Libertine, Marina Moscone, Maxhosa Africa, 
Monse, Oqliq, PH5, Private Policy, Proenza Schouler, Raisavanessa, Rebecca Minkoff, 
Rvng Couture, Studio One Eighty Nine, Tadashi Shoji, Tanya Taylor, Tiffany Brown 

Designs, Veronica Beard 및 Victor Glemaud 등 다수의 디자이너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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