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슈미트 퓨처스가 뉴욕주 관행과 

시스템을 최고의 첨단 기술 툴과 통합하여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끌고 코로나19 사태 동안 배운 것을 새로운 

기술과 함께 활용하여 주 전역의 원격 보건 및 광대역 시스템 개선할 것  

  

일일 신규 입원자 수를 더 줄이려는 목표에 따라 새로운 입원 데이터 결과 설명  

  

제트블루, 의료진과 간호사를 위한 10만 개의 왕복 항공편 기부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2,786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23,978건으로 증가했으며 45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가 뉴욕주 관행과 시스템을 최고의 첨단 기술 툴과 통합하여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 책임자이자 슈미트 

퓨처스의 최고 경영자이자 창립자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뉴욕주의 15명으로 

구성된 블루 리본 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를 이끌고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배운 것을 새로운 기술과 함께 활용하여 원격 보건 및 광대역 접근을 개선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일일 신규 입원자 수를 더 줄이려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병원에서 수집한 

새로운 입원 데이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3일 동안 113곳의 병원에서 

1,269건의 설문 조사 응답을 받고 대다수의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하거나 여행하지 않는 경우  

• 주로 남부 지역에서 거주  

• 주로 소수 민족과 노인들  

• 주로 필수적이지 않은 근로자  

• 주로 집에서 지냄.  

  



 

 

또한 주지사는 제트블루(JetBlue)에서 뉴욕 의료 전문가를 위한 1만 개의 티켓으로 

시작하여 의료진과 간호사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10만 개의 왕복 항공편을 기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뉴욕 최전선 근로자를 기리고자 

페인트칠이 된 제트블루 비행기 세 대가 뉴욕시 위로 상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일부분을 다시 개방하고 새로운 일상을 

다시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바를 활용해 더 나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일을 바꾸고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비즈니스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786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23,978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23,978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321  27  

Allegany  35  0  

Broome  345  7  

Cattaraugus  54  1  

Cayuga  51  0  

Chautauqua  38  1  

Chemung  128  2  

Chenango  102  2  

Clinton  69  0  

Columbia  291  62  

Cortland  28  0  

Delaware  62  0  

Dutchess  3,192  41  

Erie  4,008  117  

Essex  30  0  

Franklin  16  0  

Fulton  100  3  

Genesee  162  3  

Greene  188  22  

Hamilton  5  2  



 

 

Herkimer  68  1  

Jefferson  63  0  

Lewis  9  0  

Livingston  89  3  

Madison  231  8  

Monroe  1,655  32  

Montgomery  63  2  

Nassau  37,350  198  

Niagara  549  41  

NYC  178,351  1,477  

Oneida  579  5  

Onondaga  1,056  54  

Ontario  99  2  

Orange  9,215  71  

Orleans  103  4  

Oswego  70  2  

Otsego  67  0  

Putnam  1,040  9  

Rensselaer  347  8  

Rockland  12,204  60  

Saratoga  371  3  

Schenectady  551  14  

Schoharie  45  0  

Schuyler  7  0  

Seneca  46  0  

St. Lawrence  180  2  

Steuben  223  2  

Suffolk  35,543  268  

Sullivan  996  12  

Tioga  96  4  

Tompkins  129  0  

Ulster  1,383  26  

Warren  193  1  

Washington  189  1  



 

 

Wayne  78  0  

Westchester  30,426  186  

Wyoming  70  0  

Yates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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