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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팬들이 20년 이상 만의 첫 버펄로 빌스 홈 플레이 오프 게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종 파일럿 계획 발표  

    

최종 계획에 따라 6,700명의 팬이 게임에 참가할 예정  

  

입장은 음성 검사 결과, 추적을 위한 접촉 추적을 통해 허가되며,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요구  

  

성공한다면, 이번 조치는 뉴욕주 전역의 엔터테인먼트 운영 재개하기 위한 모델로 참고 

가능  

  

테일게이팅은 금지 상태를 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엄격한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따라 20년 이상 만에 

버펄로 빌스(Buffalo Bills)의 첫 홈 플레이오프 게임에 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파일럿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즈(Bills), 뉴욕주 및 바이오레퍼런스 연구소(Bio-

Reference Laboratories)가 함께 개발한 파일럿 계획에 따라, 6,700 명의 팬들은 먼저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만 게임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접촉 추적 또한 

게임 후에 수행됩니다. 이것은 일련의 의무적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스포츠 경기장 

재개를 위한 첫 번째 파일럿 계획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뉴욕 

전역에서 엔터테인먼트 운영 재개를 위한 모델 역할을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즈의 팬들은 수십년 동안 홈 플레이오프 게임 

참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혁신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 시즌에 걸쳐 빌즈의 경기는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했으며 그 카리스마는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흥분과 기쁨 속에서 마땅히 보내야하는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침을 준수하고 효과가 확실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저는 이 파일럿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스의 승리를 

위하여!"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 

전반에 걸쳐 Cuomo 주지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이 위험한 질병의 

확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에 대해 연구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공중 보건적 영향력을 분석한다면, 향후 대규모 모임을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고 다른 주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안전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버팔로 빌스의 소유주인 Kim과 Terry Pegu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들이 홈 

플레이오프 게임에 참석하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빌즈와 열심히 협력해주신 우리는 주지사와 그의 전체 팀, 그리고 바이오레퍼런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두기를 지킵시다. 빌스의 승리를 위하여!"  

  

바이오레퍼런스 연구소의 상임이사인 Jon R. Cohen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오레퍼런스는 전국의 각종 단체와 지자체에 맞춤형 대규모 코로나19 선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팬을 대상으로 검사를 제공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참석해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 팀 직원은 경기장의 모든 출구 및 진입 지점을 관리하고 문서화된 음성 

코로나19 검사를 소지한 팬 만 내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레퍼런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팬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팬들은 경기장에서 퇴장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팬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전체에 안내원이 배치됩니다. 주정부 검토의 일환으로 보건부 직원들은 유사한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뉴욕 외부의 다른 경기장을 방문해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테일게이팅(Tailgating)은 이 계획에 따라 계속 금지되며, 이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게임 전, 도중 및 이후의 모임과 파티를 피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7445b27-38df6229-6746a212-0cc47aa88e08-dbb546bc4bb0740a&q=1&e=691f001d-facd-4d56-b9e3-b6ef7c766a23&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A5B5C883E50ED2D8525864E007F014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