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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금융 서비스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동 지불을 면제하도록 보험 회사에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  

  

롱아일랜드에서 승차 진료 이동식 검사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 - 주지사, 어제 뉴 

로셸에 첫 번째 승차 진료 검사소 개설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사례 100건 확인 - 주 전역 총 524건, 9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폐기종 기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는 82세 여성, 뉴욕주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로 확인 

  

주지사,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7일간의 대기 기간을 

면제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에 대한 지원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는 행정 명령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화 회의 브리핑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동 지불을 

면제하도록 보험 회사에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 주민들이 

병원이나 의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줍니다.  

  

또한 주지사는 다음 주 롱 아일랜드에 승차 진료 이동식 검사소를 개설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어제 개설한 뉴 로셸 이동식 검사소의 성공에 따른 결과입니다. 뉴 

로셸 검사소는 첫날 200명 인원 검사를 목표치로 세웠으며 실제로는 목표 검사 인원을 

초과해 150대의 차량을 받고 263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뉴 로셸 시설은 하루에 최대 500명의 인원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승차 진료 

이동식 검사소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아프거나 감염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의료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롱아일랜드 이동식 검사소 추가 개설은 뉴 로셸 이동식 검사소(New Rochelle Mobile 

Test Center) 모델을 따라 다른 지역에도 이동식 검사소를 개설하려는 주정부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뉴욕주는 하루에 최소 6,000회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횟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뉴욕주에서 세웠던 목표 검사 횟수의 6배에 해당합니다. 이 검사는 뉴욕이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주 밖에 있는 연구소와 주 전역의 28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실시될 

검사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이 모두는 Cuomo 주지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한 사전 조치의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 시민들이 아프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롱아일랜드에 새로운 승차 진료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하여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는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검사를 더 많이 시행할수록 확진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정보를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과 정확한 정보가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100건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주 전역의 확진 사례가 총 524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524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3(1건 추가)  

브룸 카운티: 1  

델라웨어 카운티: 1  

더치스 카운티: 3  

허키머 카운티: 1  

먼로 카운티: 2  

나소 카운티: 68(17건 추가)  

뉴욕시: 213(59건 추가)  

오렌지 카운티: 6(3건 추가)  

록랜드 카운티: 10(1건 추가)  

사라토가: 3  

스키넥터디: 1  

서퍽 카운티: 33(3건 추가)  

티오가 카운티: 1(1건 추가)  

톰킨스 카운티: 1(1건 추가)  

얼스터 카운티: 5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72(14건 추가)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폐기종 기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브루클린 거주 82세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COVID-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폐쇄 명령이 내려진 학교에 대한 학교 지원을 보장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주정부는 주지사 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실업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7일 대기 기간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행정 명령은 또한 주 또는 지방 당국에서 폐쇄 명령을 내린 학교 또는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폐쇄된 학교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180일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지원 불이익을 없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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