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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새로운 대중 집회 규정을 발표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참석자가 500명 미만인 모든 모임은 명수를 50% 줄이도록 요청
요양원 방문에 대한 새로운 제한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방문만 허용
뉴 로셸에 위치한 이스트 코스트 최초의 공공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설, 내일 검사 시작
예정
뉴욕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109건 추가 확인 - 주 전체 총 325건으로, 14개 카운티에서
새로 발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에 주 정부가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취소 또는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대중 집회에서 밀접한 접촉을 지속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여기서 다수의 사람을 쉽게 감염시키고 전파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병원, 공공건물, 대중교통, 식료품점, 소매점 등 지속적으로
밀접히 접촉하지 않는 공간 외에 500명 미만인 행사, 모임 또는 사업장은 수용하는
인원을 50%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3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적용되며, 단, 브로드웨이 극장은 오늘 저녁 5시에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 중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방문만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금요일 오후 5시에
적용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양로원에 스카이프 및 기타 온라인 통신 기능을 설정하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화 방문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모든 요양원 종사자가 시설에 들어갈 때 매일 건강 검진을 하고 무증상 확산을 막기 위해
수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시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주 정부는 바이오레퍼런스 실험실(BioReference
Laboratories)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 정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 외에 하루에
5,000건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 하루에 5,000건의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검사 용량은 앞으로 며칠과 몇 주 안에 주정과 파트너십을
맺을 주지사가 발표한 28개의 개인 실험실에 더한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이스트
코스트의 첫 번째 공공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설이 내일 뉴 로셸에서 사람들을 검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사는 예약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격리된 뉴 로셸 주민들이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0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뉴욕주에서 총 325건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325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1(1건 추가)
브룸 카운티: 1(1건 추가)
델라웨어 카운티 1(1건 추가)
더치스 카운티: 1(1건 추가)
허키머 카운티: 1(1건 추가)
먼로 카운티: 1(1건 추가)
나소 카운티: 41(13건 추가)
뉴욕시: 95(43건 추가)
오렌지 카운티: 1(1건 추가)
록랜드 카운티: 7(1건 추가)
사라토가 카운티: 3(1건 추가)
서퍽 카운티: 20(14건 추가)
얼스터 카운티: 4(3건 추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48(27건 추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저절로 멈추지 않으며,
대중 집회가 많은 사람을 빨리 감염시키는 주요 거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봉쇄하기 위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래의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후 상황이 핵심이며
불안감이 이 상황의 사실에 앞서고 있지만,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향후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건부(Health Department)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대중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주지사와 뉴욕주가 지금까지 취한
모든 행동은 그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대규모 공공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 전문가 예비 인력을 창출하고 임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조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전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이전 고용주와 다시 연락하고 인력 부족의 경우를
위해 대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예비 인력을 위한 주
방위군(National Guard) 의료진을 확인하고 의과 대학에 연락하여 가능한 예비 의료
전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더 많은 의료 인력이 다른 지역에서 일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사회의 모든 학교에 대해 주 정부는 대량 접촉을 제한하는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는 오늘 양성이 확진된 후
내일부터 나머지 학기 동안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올버니가 대면 수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청소 기준을 수용할 수 없는 사업체는 (212) 803-3100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연락하여 폐쇄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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