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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에 주립공원 수영장 개방 발표

이용객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규칙 준수 상기
주정부 공원 경찰 및 운영 스태프는 공공 안전 위해 부지 순찰
제한 및 안전 조치는 뉴욕주 보건부의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 분무 부지에 대한임시
지침과 일치해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월 4일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적
보존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일반
운영 일정에 따라 독립기념일 주말 뉴욕주 야외 수영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영장 방문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규칙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수영장 안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영장 수용 인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다른 목적지 등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반드시
팬데믹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모든 뉴욕 주민의 희생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공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수영장을 이용하기를
뉴욕 주민에게 촉구합니다. 수영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를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야 한다는 일입니다."
뉴욕주 공원 경찰(State Park Police) 및 운영 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군중
통제를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공공 보건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
•

방문객은 잠재적 접촉자 추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락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해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수용 인원은 수중에서 동일한 가정이나 가구 구성원이 아닌 이용객
사이의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 퍼센트로 제한해야 합니다.

•
•

•

라운지 의자, 벤치 및 피크닉 테이블은 다른 사람들과 10피트 떨어져
배치합니다.
페이스 커버나 마스크는 부분적으로 밀폐되거나 지붕이 잇는 실외 공간을
포함하여 실내 건물 공간에서 항상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외부(수영장 내 제외)에
착용해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단체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영장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공원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객은 방문 전 개별 공원의 수영장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주립 공원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정해진 프로토콜과 지침에 따라 청소되며, 공원 직원은 필요에 따라 교통
흐름을 관리하여 감축한 수용 인원 목표를 달성하고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및 기타 접촉이 잦은/공용 구역은 승인을 받은 고성능 청소 제품을 이용하여 청소
및 소독합니다.
뉴욕 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주말 운영을 검토하고 공공 및 공원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 전 숙지 사항
뉴욕 주민들은 수영장 방문과 야외 나들이를 미리 계획하고 첫 번째 선택지에 입장이
불가하거나 혼잡할 경우 대체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의 수용 인원 마감
안내는 parks.ny.gov 및 511NY를 확인합니다.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앱(New York State Parks Explorer App)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로, 방문객들은 오랫동안 즐겨 찾았던 공원 및 장소에
연결하면서 야외 나들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고의 목적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별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필수 방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길 안내,
운영 시간, 편의시설, 요금 및 요율, 트레일 지도, 유용한 사전 정보, 중요 업데이트 및
안내 등 공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또한 온라인 캠핑 예약에 직접 접속하여, 일부 주립 공원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러 모바일
앱은 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gov.ny.its.nysparks 또는 https://apps.app
le.com/us/app/ny-state-parks-explorer/id1496803341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 주립공원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https://parks.ny.gov/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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