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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마스크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비상 규칙은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 메트로 노스 및 롱아일랜드 철도에서 9월 14일
월요일부터 발효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Cuomo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하철, 버스 및 철도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한 응답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로운 조치는 모든 고객 및 직원이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라는 4월 17일에 발행된 Cuomo 주지사의 행정명령 202.18호에 따른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고객이 지하철, 버스,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및 메트로-노스(Metro-North)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50달러의 벌금은 마스크 착용 준수를 더욱 높일 최신 방법입니다. 마스크
준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경찰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Police
Department, MTAPD),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교량터널부 요원(Bridge and Tunnel Officers)이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영웅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최전선 직원들은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내의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매우 높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깨끗하고 역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행정 조치를 구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승객들에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및 최고경영자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50달러의 벌금은 뉴욕시 교통(New York City
Transit) 지하철 및 버스, 롱아일랜드 철도 및 메트로-노스 철도에서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도구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통의 임시 회장인 Sarah Fei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뉴욕
주민들이 이미 올바르게 행동하며 우리의 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고객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승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층적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 "존중 작전(Operation
Respect)"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은 뉴욕시 교통, 롱아일랜드 철도 및 메트로-노스
철도의 역 부스에서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온 4백만 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마스크 포스(Mask Force)"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이 마스크를 시스템 전체의 승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또한 뉴욕시 교통 지하철, 롱아일랜드 철도 및 메트로-노스 역에
자판기를 배치하여 고객이 코로나19 개인 보호 장비(protective equipment, PPE)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인 이 기계는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장갑,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제공합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15개 노선에
걸쳐 360대의 버스에 무료 수술용 마스크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탑승하는 동안 고객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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