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첫 번째 응답자, 의료 종사자 및 

필수 직원을 포함하는 진단 검사 기준 확장을 발표  

  

약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 발행  

  

주정부, 뉴욕시 병원 및 보건 시스템에서 최전선 의료 종사자를 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 

중  

  

주정부는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응답자 및 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 

예정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10,553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82,143건으로 증가했으며 57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전선 뉴욕 

근로자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진단 검사 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진단 

검사 능력이 급격히 증대되는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확대된 기준을 통해 모든 

첫 번째 응답자, 의료 종사자 및 필수 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검사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검사 기준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약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5,000곳 

이상의 약국 네트워크를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개방하고, 주정부가 실험실 수용력을 

충족하고 전반적인 검사 능력을 늘리기 위한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현재 뉴욕시에 있는 4개의 병원 및 의료 시스템 등의 최전선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항체 검사는 

벨뷰 병원(Bellevue Hospital), 엘름허스트 병원 센터(Elmhurst Hospital Center), 

몬테피오레 의료 센터(Montefiore Medical Center) 및 현재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사용 중인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의료 센터(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에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직원 및 



 

 

운송 근로자,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및 뉴욕시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을 포함하여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응답자 및 운송 근로자에 대한 NG 

항체 검사를 시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사가 경제를 재개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뉴욕주는 이미 어느 

주 또는 국가보다 1인당 더 많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진단 검사를 처리하는 실험실 수용력을 늘려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계속해서 증대하기 위해 이제 더 많은 수집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정부의 

5,000곳의 약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통해 검사 능력이 크게 증대되고 이러한 검사의 

자격 대상을 코로나 위기에서도 여러 사람과 접촉하며 근무하고 있는 최전선 근로자 및 

필수 직원들에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0,553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82,143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82,143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899  94  

Allegany  35  4  

Broome  251  19  

Cattaraugus  45  6  

Cayuga  47  8  

Chautauqua  27  0  

Chemung  103  24  

Chenango  91  7  

Clinton  54  1  

Columbia  140  11  

Cortland  28  3  

Delaware  58  7  

Dutchess  2,660  143  

Erie  2,773  170  

Essex  24  2  

Franklin  14  1  

Fulton  61  32  

Genesee  141  14  



 

 

Greene  107  17  

Hamilton  3  0  

Herkimer  56  0  

Jefferson  59  1  

Lewis  9  0  

Livingston  58  14  

Madison  121  15  

Monroe  1,285  86  

Montgomery  46  7  

Nassau  33,798  1,033  

Niagara  344  12  

NYC  155,113  4,640  

Oneida  364  41  

Onondaga  664  25  

Ontario  82  9  

Orange  7,973  818  

Orleans  75  15  

Oswego  57  6  

Otsego  60  10  

Putnam  885  266  

Rensselaer  221  23  

Rockland  11,091  1,000  

Saratoga  320  42  

Schenectady  431  134  

Schoharie  33  12  

Schuyler  7  0  

Seneca  36  18  

St. Lawrence  156  12  

Steuben  204  33  

Suffolk  31,368  762  

Sullivan  689  61  

Tioga  71  31  

Tompkins  126  5  

Ulster  1,166  190  



 

 

Warren  132  10  

Washington  113  30  

Wayne  65  12  

Westchester  27,231  598  

Wyoming  57  14  

Yates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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