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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202.17 및 202.18에 대한 임시 지침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얼굴 덮개 착용 요구
2020년 4월 17일
배경: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큰 바이러스군의 일부인 바이러스(SARSCoV-2) 유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최근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을 비롯해
미국의 지역 사회 전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체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개정한대로 행정 명령 202를 통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필수적인 비즈니스의 직접
운영을 중단하고 어떤 이유로든 모든 규모의 비필수적인 개인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일반적인
공공장소로 모이는 사람들의 밀집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0년 4월 15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202.17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발효되며, 만 2세 이상의 의학적으로 얼굴 덮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2020년 4월 16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202.18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 2세 이상이고 얼굴 덮개를 의학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운송 사업자
또는 기타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동 중에 코와 입을 마스크 또는 얼굴 덮개로
가려야 하며, 그러한 대중 또는 민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가리는 얼굴 덮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행정 명령 202.17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지침: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장소에서 얼굴 덮개를 조달하거나 제작해야 하며, 또는 이를
확보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6피트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 또는
• 다른 사람으로부터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또는
• 공공 또는 민간 운송 회사나 대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얼굴 덮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굴 천 덮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사용법 설명, 세척 및 처리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코로나19)"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가장
보호력이 높은 PPE(예: N-95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와 첫 번째 응답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이므로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얼굴 덮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2세 이상의 각 개인은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환경에서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얼굴 덮개 착용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2세 미만인 경우 개인은 이러한 덮개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필수 사업 운영자 및 집행 당국은 이러한 얼굴 덮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의료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얼굴 덮개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료용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 명령 202.17 또는 202.18의 어떠한 내용도 행정 명령 202.16에 따라 얼굴 덮개를 조달, 제작
또는 확보하여 업무 중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얼굴 덮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주 정부, 지방 정부 기관 및 당국 그리고 필수 사업체의 의무 사항을 없애지
않습니다.
승객을 운송하는 동안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하는 공공 및 민간 운송 사업자는 2020년 4월
14일에 발행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ate Department of Health)의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공 및 민간 직원의 얼굴 덮개 착용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 202.16 임시
지침"을 참조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정보: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 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 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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