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2주간 뉴욕주의 일시 중단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  

  

비필수 근무 인력은 4월 15일까지 추가 2주 동안 재택 근무 지시  

  

뉴욕의 워즈워스 연구소는 기존보다 삽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신규 코로나 19 검사 개발  

  

행정명령에 따라 학교는 무료 돌봄 서비스 제공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약국은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합의  

  

Heastie 하원 의장, Bailey 상원의원, Benedetto 하원의원, Diaz Jr. 자치구 대표와 함께 

주정부는 브롱크스에 새로운 모바일 검사소 설치 발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7,195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59,513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 

일시 중단(NYS on Pause) 조치가 향후 2주 동안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비필수 근무 인력에게 4월 15일까지 추가로 2주 동안 재택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주정부는 추가 2주 기간이 지난 후, 이러한 조치를 재평가합니다.  

  

다양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를 통한 대면 업무 제한 조치도 2020년 4월 15일까지 

일괄 연장되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사례는 202.3호(레스토랑 및 바,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및 

카지노), 202.4호(지방 정부 근로자, 교육구, 마을 선거), 202.5호(쇼핑몰, 공공 오락 

시설), 202.6호(모든 비필수 인력 50 퍼센트 감축), 202.7호(이발소, 미용실, 기타 개인 

관리) 202.8호(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202.10호(모든 

규모의 비필수 모임), 202.11호(2020년 4월 15일까지 교육구 폐쇄 연장) 등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워즈워스 연구소(Wadsworth Lab)가 삽입 정도가 심하지 

않는 코로나 19 신규 검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검사는 의료 전문가가 

참관하는 가운데 환자 스스로 간단히 채취한 비강 샘플 및 타액 샘플을 이용합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는 다른 의료 전문가가 동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자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테스트를 통해 의료 인력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확보하고, 의료 인력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잠재력 위험성이 

줄어들며, 전국적으로 긴 삽입용 스왑이 부족한 상황에서 뉴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인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가 채취가 가능한 비강 스왑은 감기와 같은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경우 사용되었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액 샘플 수집은 간단하며 삽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검사는 일주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학교가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주요 약국 체인과 논의한 후, 주지사는 약국이 자사 시설에서 처방되는 긴 줄을 

줄이기 위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어느 주도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뉴욕보다 

준비가 되어 있거나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는 정점을 향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빠른 검사 방법의 개발은 이 상승 곡선을 완화하여 

사람들이 일터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워즈워스 연구소는 삽입 정도가 심하지 않는 새로운 검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인력을 위해 귀중한 PPE를 확보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굳건한 뉴욕 주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있고,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Carl Heastie 하원 의장, Jamaal Bailey 상원의원, Michael 

Benedetto 하원의원,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와 함께 주정부가 카운티 최대의 주거 

개발지(미첼 라마(Mitchell Lama))의 코옵 시티(Co-op City)에 신규 모바일 검사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에이엠씨 시네마(AMC Cinema) 입구의 베이 

플라자 몰 주차장(Bay Plaza Mall Parking Lot)에 위치할 이 새로운 모바일 검사소는 

예약자에 한해 검사를 진행하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하게 노출된 유증상자, 유증상 

의료진 및 응급요원,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양로원 근로자 및 최근 방문자를 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핫라인 1-888-364-3065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7,195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59,513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59,513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05  10  

Allegany  6  4  



 

 

Broome  29  6  

Cattaraugus  4  3  

Cayuga  2  0  

Chautauqua  5  0  

Chemung  15  3  

Chenango  15  7  

Clinton  13  1  

Columbia  23  1  

Cortland  6  1  

Delaware  8  0  

Dutchess  320  58  

Erie  358  40  

Essex  4  0  

Franklin  6  2  

Fulton  1  0  

Genesee  9  2  

Greene  7  0  

Hamilton  2  0  

Herkimer  10  1  

Jefferson  7  1  

Lewis  2  2  

Livingston  10  5  

Madison  24  5  

Monroe  219  27  

Montgomery  6  1  

Nassau  6445  908  

Niagara  38  5  

NYC  33768  4002  

Oneida  26  3  

Onondaga  152  23  

Ontario  18  2  

Orange  1247  146  

Orleans  3  0  

Oswego  8  1  

Otsego  10  3  

Putnam  144  13  

Rensselaer  39  1  

Rockland  2209  313  

Saratoga  102  6  



 

 

Schenectady  76  4  

Schoharie  5  0  

Schuyler  1  0  

St. Lawrence  12  4  

Steuben  17  4  

Suffolk  5023  885  

Sullivan  88  16  

Tioga  4  0  

Tompkins  52  7  

Ulster  146  18  

Warren  18  5  

Washington  7  1  

Wayne  12  0  

Westchester  8519  644  

Wyoming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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