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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에서 9월 30일부터 수용 인원을 25 퍼센트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실내 식사 재개 발표

체온 검사, 추적을 위한 연락처 정보 제공, 좌석이 아닌 곳에서 안면 가리개 착용 등 안전
프로토콜 의무 준수해야 하며 바 서비스 및 자정 이후 서비스 금지
뉴욕시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400명의 집행 인력으로 구성된 팀 운영
11월 1일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침 재평가하고 감염률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레스토랑 수용 인원 50 퍼센트로 상향 조정 가능, 주정부는 가능성 재평가를 위해 계속

확진 사례 모니터링
레스토랑은 위반 사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실내 식사 수용 인원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한 고객은 833-208-4160번으로 전화 또는 855-904-5036번으로
"VIOLATION"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송신해 신고 가능
주지사는 규칙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와 함께 '뉴욕 주민은 뉴욕
주민이 지킵니다' PSA를 시작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서 9월 30일부터 수용 인원을 25 퍼센트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실내 식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개장을 선택한 모든
레스토랑은 체온 검사, 추적을 위한 연락처 정보 제공, 좌석이 아닌 곳에서 안면 가리개
착용 등 안전 프로토을 적용받습니다. 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으며, 레스토랑은 자정에
문을 닫습니다. 지침은 11월 1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평가 받습니다.
감염률이 증가하지 않으면 레스토랑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까지 영업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확진 사례 증가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실내 식사에 대한 사업체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 경찰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Task Force)와
함께 400명의 집행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레스토랑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은 25 퍼센트의 실내 식사 수용 인원 제한과 전화번호, 문자
수신 가능 번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고객은 833-208-

4160번으로 전화 또는 855-904-5036번으로 "VIOLATION"(위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송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해주신 뉴욕 주민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스토랑 재개장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논의해왔으며, 이제 안전하게 뉴욕시 실내 식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레스토랑은 이번 달 말까지 엄격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수용 인원 제한을 지키는 범위에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스토랑 소유자와 직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규칙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와 함께 '뉴욕 주민은 뉴욕 주민이 지킵니다(New Yorkers
Protecting New Yorkers)'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실내 식사 지침
•
•
•
•
•
•
•

수용 인원 25%로 제한
출입구에서 모든 고객 대상 체온 검사
단체별 한 명은 필요할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정보 제공
바 서비스 금지 - 바는 음료를 제조하고 테이블에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
바로만 활용 가능
착석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6 피트 거리 유지
레스토랑 운영은 자정에 종료
• 모든 주정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
• 레스토랑은 개선된 공기 여과, 환기 및 정화 기준 준수
• 공기 재순환 제한 및 외부 공기를 이용한 환기 허용
• 해당 기간 동안 야외 식사 계속 허용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elissa Fleischu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시의 레스토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 세계 미식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천 개 레스토랑에 희망을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이들 모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레스토랑에서
수용 인원을 제한하여 실내 식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인 활로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시의 모든 레스토랑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기관 및 접객업 파트너와 행복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 뉴욕 지부 부회장이자 하바나 센트럴 레스토랑 그룹(Havana
Central Restaurant Group) 창립자 겸 CEO인 Jeremy Merr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용 인원을 25 퍼센트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뉴욕시 레스토랑에서 실내 식사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다수의 레스토랑 소유주들이 이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른다면, 우리는
뉴욕시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협력하여 실내
식사 재개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니언 스퀘어 호스피탈리티 그룹(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Danny Mey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동료 및 직원과 함께 이번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커브사이드 픽업, 배달, 야외 식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뉴욕 주민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단계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내 식사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을 열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많은 우리 팀의 일원을 채용하고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늘리고 뉴욕 주민을 다시 뉴욕으로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뉴욕시 호스피탈리티 얼라이언스(NYC Hospitality Alliance)의 Andrew Rigie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실내 식사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것은 중요한 중소 사업체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실내 식사 재개를 발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레스토랑은
뉴욕의 경제 및 사회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실내 식사는 업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드 더 프론트라인스 뉴욕시(Feed the Frontlines NYC)의 Isabella Di Pietro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레스토랑 근로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Cuomo 주지사의 실내 식사 재개 발표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레스토랑 사업은 뉴욕에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수입원이 되어주었으며, 돌아오는 겨울에 이러한 수입원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뉴욕시 전역의 중소 사업체 및 레스토랑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타랄루치 에 비노(Tarallucci e Vino)의 Luca Di Pietro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산업은 뉴욕시 전역에서 근로자 및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실내 식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겨울아 시작되면서, 레스토랑 직원이 실내 식사로 인한 수입을 계속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업 전체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주정부 지침이 근로자와 고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로브 하우스(Grovehouse)의 공동 창립자이자 릴라(Lilia) 및 미시(Misi)의 소유주인
Sean Fee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내 식사를 다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곧 우리
레스토랑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언제나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함께 다시 성공을 이루고 도시를
안전하게 재개할 것이며 모두를 위해 자유와 정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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