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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을로 접어들면서 농업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주정부 지침 발표

옥수수밭 미로, 과일/야채 따기, 헤이라이드와 유령의 집 등에 적용되는 지침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가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농업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주정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옥수수밭 미로, 과일/야채 따기, 헤이라이드, 유령의 집 등의 사업은
저위험 실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며뉴욕주의 뉴욕 포워드(NY Forward) 지침에 따라
운영이 허용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또한 주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뉴욕주의 파머스 마켓,
수제 음료 트레일에 참여하여 뉴욕주의 농업 및 관광 사업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멋진 야외 어트랙션과 여가 시설은 매년 가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유용한 자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지침은 이러한
사업자들이 일반 대중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가족들이 좋아하는 가을 야외
활동을 즐기는 한편 농업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농업 산업을 가진 주의 하나로서, 뉴욕은 전통적으로 가을에 함께 모여 사과에서 포도,
호박 등의 수확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장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이와 함께 수많은 가족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지침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뉴욕 농업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개가 가능한 사업자는 저위험 야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및 대중 교통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옥수수밭 미로 - 저위험 실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
•
•
•

수용 인원 감축
페이스 커버 필수
개인/단체 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헤이라이드 - 대중 교통 지침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
•
•
•

페이스 커버 필수
개인/단체 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필수
난간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매번 이용 후 청소 및 소독

과일/채소 따기 - 저위험 실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
•
•
•

수용 인원 감축
페이스 커버 필수
개인/단체 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유령의 집 - 저위험 실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침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
•
•
•

수용 인원 감축
페이스 커버 필수
개인/단체 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동물 만지기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파머스 마켓 및 식음료 생산자를
위한 지침을 포함하여 농업 산업에 대한 전면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침은
https://agriculture.ny.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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