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행사,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오늘부터 33%의 수용인원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  

  

시설은 실내 최대 100명, 야외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 음성 결과나 백신 접종 완료 

확인 시 실내 150명, 야외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엄격한 보건 규약 필요  

  

엑셀시어 패스는 뉴욕주민들은 시설 및 장소 참석을 위해 엑셀시어 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시 가능. 엑셀시어 패스 사용에 관심 있는 뉴욕 

주민들은 여기에서, 사업체의 경우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  

  

새로운 주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오늘부터 33%의 

수용인원으로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최대 100명까지, 

실외에서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입장 전에 백신 접종의 

완료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제시하는 경우, 실내에서 최대 150명, 실외에서는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건강 상태 

확인 및 기타 보건 규약이 요구되며, 적용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모든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부의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행한 공중 보건 

지침으로 인해 뉴욕의 인기 있는 문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길고 힘든 시기를 지나 뉴욕 주민들에게 다시 개방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참석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관람하고 우리 주의 번성하는 예술과 문화 현장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께서는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고,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이용하여 입장 전에 시설에 예방 접종이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Andrew M.Cuomo 주지사는 엑셀시어 패스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는 IBM과 협력하여 개발된 무료 자발적 플랫폼으로서 개인의 최근 음성 PCR 검사 

결과 또는 항원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입증된 안전한 기술을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
https://forward.ny.gov/excelsior-pass-busines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mall_and_Medium_Performing_Arts_Detailed_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mall_and_Medium_Performing_Arts_Detailed_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활용하여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침에 따라 기업 및 행사 시설의 

빠른 재개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항공사 탑승권과 유사하게 개인은 엑셀시어 패스의 

지갑 앱(Wallet app)을 사용하여 자신의 패스를 인쇄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패스에는 보안 QR 코드가 있으며, 참여 기업과 시설은 동반 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여 코로나19의 음성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는 항상 안전하고 기밀로 유지됩니다.  

  

관심있는 뉴욕 주민들은 엑셀시어 패스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여기에서 참여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라이브 공연의 에너지로 뉴욕 주민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주정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빠르게 재개하기 위해, 

수백 개의 팝업 공연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선보이는 페스티벌인 뉴욕 팝스업(NY 

PopsUp)의 개막을 발표했습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 팝스업은 규모와 

공연 횟수, 지리적 면적 등을 늘려갈 것입니다.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려면 

트위터(Twitter)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NYPopsUp를 팔로우해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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