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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 뉴욕 주민이 1명 더 늘어 총 10명이 

됨에 따라 업데이트 내용 발표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7건의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3건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  

  

여전히 뉴욕주에서 양성 확진으로 확인된 사례 없어  

  

주지사는 주 보건부에 면밀히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계속 대비하도록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10명의 샘플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보내어 검사할 결과 7명이 음성이었고 3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에는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저는 보건부에 지역사회, 의료 제공자, 칼리지, 대학교 및 중국에 

위치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뉴욕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보건부와 행정부가 대응 준비를 

마쳤음에 안심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보건부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뉴욕의 칼리지 및 대학교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학생에게 정보를 새로 제공하며 예방 

조치를 추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등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와 주 전역의 

https://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coronavirus/#_blank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침  

• 인후염  

• 열  

  

현재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예방 조치는 

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 20초 이상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증상을 나타내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했거나,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issues-update-novel-coronavirus-

two-more-new-yorkers-identified-testing-bring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s-continued-

response-novel-coronavirus-three-more-individuals-ar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state-response-first-two-

confirmed-cases-novel-coronavirus-uni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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