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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스토랑, 바 및 기타 주류관리청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반드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

오후 10시 이후에도 배달 및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는 계속 운영 가능
개인 주거지에서 실내 및 실외 모임은 10면으로 제한될 예정
주 전역의 체육관은 또한 매일 오후 10시 이후 반드시 운영 중지
새로운 규칙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발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바, 레스토랑, 체육관 및 주거지 모임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19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발효되는 규제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부터 바,
레스토랑,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면허를 가진 업체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레스토랑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연석
픽업, 음식 픽업, 또는 배달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술 음료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은 어떠한 판매가 계속 허용되는지 면허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개인 주거지에서 실내 및 실외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포함한 소규모 실내 모임에서 최근 코로나 전염이
확산됩에 따라 모임 규모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주 전역에서 집단감염
발생의 주요 원인이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중 보건 조치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등 이웃 주정부와 함께 뉴욕주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칙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유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원을 살펴보고 접촉자를 추적하면,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술 제공, 체육관, 개인 주거지 실내 모임
등입니다. 뉴욕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데 성공한 이유는 코로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 수 있다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과학을 따라가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측정입니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확진율을 관찰합니다. 확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제 활동이 다시 줄어듭니다. 경제 활동과 공중 보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함께 움직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규칙은 집행이 있어야만 기능합니다. 지방 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적용됩니다. 바로
개인의 규정 준수와 정부의 집행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지사는 전국 및 뉴욕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며 이러한 추세가 가을 및 겨울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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