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수자 지역사회 다운스테이트 

소재 5곳의 새로운 코로나 19 검사 시설을 발표  

  

주를 지원하거나 기부하려는 모든 재단,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구호 단체 및 기타 

단체를 조율하는 조치인 "뉴욕 러브스"를 발표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뉴욕 주민들에게 혈액 기증을 부탁  

  

주지사는 많은 사망자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의사를 더 모집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10,621건 확진 사례를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159,937건으로 증가했으며 55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운스테이트의 

소수자 지역사회를 위주로 새로운 검사 시설 5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동식 검사 시설은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브루클린 2307 비벌리 로드(2307 

Beverly Road) 소재 시어스 주차장(Sears Parking Lot)에 개장하고, 4월 6일 월요일에 

퀸즈의 110-00 로커웨이 불라바드(110-00 Rockaway Blvd) 아퀴덕트 레이스트랙 

주차장(Aqueduct Race Track Parking Lot) 클럽 하우스(Club House)에서도 개장합니다. 

또한, 주 정부는 사우스 브롱크스, 자메이카, 퀸즈,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에 3개의 

워크인 시설을 설치합니다. 워크인 시설은 다음 주에 개장할 예정이며,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9곳의 검사 시설을 열었습니다. 본 검사 시설들은 위험이 가장 큰 

인구에 대한 검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본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888-364-3065번으로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 정부를 지원하거나 기부하려는 모든 재단,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구호 단체 및 기타 단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인 "뉴욕 

러브스(New York Loves)"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Rosanna Rosado 주무장관과 Fran 



 

 

Barrett 뉴욕주 비영리 단체 이사는 이러한 노력과 수집된 자원을 조율하며 도움이 더 

필요한 지방 정부와 협력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코로나 19에서 회복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주 정부와 접촉하여 혈액을 

기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주민은 혈액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회복기 혈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바이러스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기증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많은 사망자의 수습을 돕기 위해 뉴욕에 

장의사를 더 모집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신 덕분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은 예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속 

검사와 검사 용량 증가는 새로운 경제와 재시작을 위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과정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상황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새로운 검사 장소를 열어 특정 지역사회에서 왜 이 바이러스가 사망을 

일으키고 특정 지역사회에서 사망률이 더 높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0,62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159,937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59,937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379  37  

Allegany  22  1  

Broome  105  17  

Cattaraugus  17  2  

Cayuga  16  2  

Chautauqua  18  1  

Chemung  59  4  

Chenango  55  2  

Clinton  40  1  

Columbia  70  7  

Cortland  16  0  

Delaware  37  0  

Dutchess  1493  98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6da3443-baf9d398-e6d8cd76-0cc47aa8c6e0-582b984a52f9a03e&q=1&e=b6b6e8cd-6eb8-45eb-9aa2-e0b0438676ce&u=https%3A%2F%2Fnybc.org%2Fdonate-blood%2Fconvalescent-plasma-covid-19-donor-request-form%2F


 

 

Erie  1362  157  

Essex  8  1  

Franklin  11  1  

Fulton  15  1  

Genesee  56  9  

Greene  28  3  

Hamilton  3  1  

Herkimer  32  3  

Jefferson  42  2  

Lewis  6  0  

Livingston  26  1  

Madison  91  1  

Monroe  698  47  

Montgomery  28  10  

Nassau  20140  1592  

Niagara  146  12  

NYC  87028  5225  

Oneida  158  33  

Onondaga  358  11  

Ontario  43  4  

Orange  4090  225  

Orleans  22  6  

Oswego  36  3  

Otsego  39  1  

Putnam  438  35  

Rensselaer  79  4  

Rockland  6665  252  

Saratoga  172  10  

Schenectady  167  18  

Schoharie  12  0  

Schuyler  4  0  

Seneca  15  3  

St. Lawrence  76  7  

Steuben  89  7  



 

 

Suffolk  17413  1569  

Sullivan  294  15  

Tioga  17  5  

Tompkins  105  6  

Ulster  460  38  

Warren  40  7  

Washington  25  5  

Wayne  39  0  

Westchester  17004  1117  

Wyoming  29  2  

Yates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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