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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15일 재개를 준비하게 될 네 

번째 지역 발표  

  

노스 컨트리는 핑거 레이크스, 서던 키어, 모호크 밸리 지역과 함께 재개를 위한 일곱 

가지 지표를 만족하여 뉴욕 일시 중단이 만료되는 5월 15일 재개를 준비  

  

각 지역이 재개 조건 지표를 얼마나 만족했는지 보여주는 지역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출범했으며 여기에서 확인 가능  

  

뉴욕주 경찰 2,750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3.1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 보유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의 약 3,000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7.5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 보유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2,176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40,661건으로 증가했으며 47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노스 컨트리가 

뉴욕 일시 중단(NYS on PAUSE)이 만료되는 5월 15일에 주정부 지역 단계별 재개 

계획의 1기를 시작하기 위한 일곱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네 지역은 건설, 제조 및 도매 공급망, 가변 픽업, 드롭 오프, 매장 

픽업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을 포함하는 분야에 대하여 1차 사업 재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은 7가지 지표 중 6개를 충족했으며, 이번주 후반에 재개 

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의 "뉴욕 포워드 리오프닝(NY Forward 

Reopening)" 계획에 대한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역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경찰 2,750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3.1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의 약 3,000명에 

대해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7.5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https://forward.ny.gov/regional-monitoring-dashboard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ForwardReopeningGuide.pdf
https://forward.ny.gov/regional-monitoring-dashboard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의 12.3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우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재개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개 과정에 대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에 대한 투명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매일 자신의 지역과 카운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이 언제 재개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개업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네 개의 

지역에서 재개에 필요한 7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했으며, 계속 진행하면서 뉴욕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176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40,661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40,66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494  15  

Allegany  44  2  

Broome  382  3  

Cattaraugus  61  0  

Cayuga  60  0  

Chautauqua  43  1  

Chemung  132  1  

Chenango  112  0  

Clinton  78  1  

Columbia  318  4  

Cortland  31  1  

Delaware  66  1  

Dutchess  3,429  30  

Erie  4,606  76  

Essex  32  0  

Franklin  17  0  

Fulton  140  5  

Genesee  174  0  

Greene  206  0  



 

 

Hamilton  5  0  

Herkimer  84  3  

Jefferson  68  0  

Lewis  11  0  

Livingston  103  1  

Madison  253  2  

Monroe  1,959  69  

Montgomery  68  1  

Nassau  38,587  153  

Niagara  690  19  

NYC  187,250  1,127  

Oneida  686  10  

Onondaga  1,395  87  

Ontario  109  2  

Orange  9,693  61  

Orleans  142  9  

Oswego  76  0  

Otsego  67  0  

Putnam  1,108  10  

Rensselaer  420  4  

Rockland  12,543  39  

Saratoga  410  3  

Schenectady  587  6  

Schoharie  47  1  

Schuyler  8  0  

Seneca  49  0  

St. Lawrence  192  1  

Steuben  230  1  

Suffolk  37,305  243  

Sullivan  1,135  16  

Tioga  108  1  

Tompkins  136  4  

Ulster  1,481  16  

Warren  223  2  



 

 

Washington  214  4  

Wayne  84  1  

Westchester  31,611  139  

Wyoming  77  0  

Yates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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