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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35개 카운티가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  

  

현재 뉴욕주는 하루 평균 30,000건의 진단 검사를 실시 

  

뉴욕시 소방서 및 뉴욕시 경찰서 항체 검사 결과 뉴욕시 소방서의 17.1%와 뉴욕시 

경찰서의 10.5%가 항체 보유  

  

주정부는 현재 1,000명의 운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확대 중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매일 밤 모든 열차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 내일까지 

전체 계획을 발행하도록 지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4,585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99,691건으로 증가했으며 46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5개 

카운티에서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코로나19 의료 수요 급등 위험 없이 카운티 및 병원에서 선별적 외래 치료를 근시일에 

재개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앨러게니, 브룸, 카타라우구스, 셔터쿼, 셔냉고,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프랭클린, 

풀턴, 제네시, 허키머, 제퍼슨, 루이스, 리빙스턴, 매디슨, 먼로, 나이아가라, 오네이다, 

오논다가, 온타리오, 올리언스, 오스위고, 퍼트남, 사라토가, 쇼하리, 스카일러, 세인트 

로렌스, 스튜벤, 설리번, 톰킨스, 얼스터, 웨인,와이오밍과 예이츠.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에서 하루 코로나19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루 평균 

30,000건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주지사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뉴욕의 

검사 능력을 몇 주 사이 하루에 20,000건에서 하루에 40,000건으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5개 자치구에서 1,000명의 뉴욕시 소방서(Fire Department Of New York, 

FDNY) 소방관 1,000명과 뉴욕시 경찰서(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경찰관 1,000명에게 항체 검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비 결과는 뉴욕시 

소방서 소방관 및 응급 구조 대원(EMT)의 17.1%에게 코로나19 항체가 있으며, 뉴욕시 

경찰서 경찰관의 10.5%는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향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추가 항체 분석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현재 1,000명의 운송 노동자에게 항체를 검사하여 최전선 노동자들 

사이의 감염 확산을 더 자세히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바이오레퍼런스(BioReference)와 협력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gency, MTA), 주 경찰,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등의 응급요원 및 기타 필수 

근로자에게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4월 30일 내일까지 팬데믹 기간 지하철의 상태 악화 보고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열차를 매일 밤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계획을 발표하도록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며, 정상화 계획을 시작할 때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욕을 정상화하는 데 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주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 검사 능력을 하루 20,000건에서 하루 40,000건으로 두 배로 늘리려는 목표의 반 

정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4,585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99,691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99,69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067  58  

Allegany  35  0  

Broome  273  7  

Cattaraugus  47  2  

Cayuga  48  0  

Chautauqua  31  1  

Chemung  119  6  

Chenango  96  1  

Clinton  59  0  



Columbia  165  11  

Cortland  28  0  

Delaware  60  1  

Dutchess  2,881  64  

Erie  3,196  107  

Essex  27  1  

Franklin  15  1  

Fulton  67  1  

Genesee  152  3  

Greene  114  2  

Hamilton  3  0  

Herkimer  58  0  

Jefferson  60  0  

Lewis  9  0  

Livingston  67  2  

Madison  126  0  

Monroe  1,404  33  

Montgomery  51  2  

Nassau  35,505  420  

Niagara  401  15  

NYC  164,841  2,503  

Oneida  422  11  

Onondaga  782  40  

Ontario  90  0  

Orange  8,488  114  

Orleans  85  5  

Oswego  63  0  

Otsego  66  1  

Putnam  946  14  

Rensselaer  262  12  

Rockland  11,586  133  

Saratoga  346  3  

Schenectady  479  10  

Schoharie  39  1  



Schuyler  7  0  

Seneca  38  0  

St. Lawrence  170  0  

Steuben  214  4  

Suffolk  33,265  541  

Sullivan  811  42  

Tioga  84  2  

Tompkins  127  1  

Ulster  1,252  22  

Warren  152  2  

Washington  134  3  

Wayne  70  0  

Westchester  28,626  381  

Wyoming  65  2  

Yates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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