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다섯 지역이 오늘 정상화를 시작한다고 

발표  

  

 오늘 정상화되지 않는 지역의 뉴욕주 일시 중단은 5월 28일까지 연장, 벤치마크에 

도달한 지역은 즉시 정상화 1단계로 진입 가능  

  

1단계차 사업의 정상화 시 추가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  

  

해변에 대한 멀티 스테이트 협정 발표 및 뉴욕 해변의 재개방을 위한 특정 조건 설명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2,762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45,813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다섯 지역이 오늘 

정상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서던 티어 및 모호크 밸리 지역은 주정부의 지역 단계별 정상화 계획의 1단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오늘 정상화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뉴욕주 일시 중단(NYS on PAUSE)이 연장됩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웨스턴 뉴욕,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밸리,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입니다. 지역이 정상화에 필요한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지역은 즉시 정상화 1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 전체에 걸쳐 뉴욕 주민들은 책임감을 

갖고 감염률을 낮추기 훌륭히 협력했습니다. 오늘 뉴욕주의 지역 절반이 정상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정상화에 필요한 7가지 기준을 충족했으며, 다른 지역도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자마자 정상화 1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태의 첫날부터 

이루어진 일이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뉴 노멀을 시작하기 위해 이를 게속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정상화를 시작하는 1단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침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주거용/상업용 건설  

• 모든 근로자는 마스크를 지참하고 다른 근로자와 6피트 거리 내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합 금지  

  

소매 사업체 소유자 - 가변 픽업  

• 직원 및 차랑 내 구매자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매 사업체 소유자 - 매장 픽업  

• 사전 주문 필요 - 사전 협의된 주문  

• 매장 내 사회적 거리 유지  

• 최대 수용 인원의 50% 이하  

• 고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매장 직원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와 현충일(Memorial Day) 주말에 해변을 다시 

여는 멀티 스테이트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해변이 다시 오픈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주 및 지역 해변과 호숫가는 다음과 

같은 최소 조건에 따라 현충일 주말 전 금요일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출구/입구를 제어하고 주차를 제한하여 50% 이하의 수용량을 준수  

• 스포츠를 포함한 단체 접촉 활동 금지(예: 배구, 축구)  

• 사교 모임 구역 폐쇄(예: 지정된 피크닉 구역, 놀이터, 파빌리온, 아케이드, 

놀이 기구)  

• 직원 및 방문자 모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직원 및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매점 폐쇄  

• 직원들이 이러한 조치를 달성하고 군중 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준 보장  

  

시, 도시 및 카운티 해변은 지방정부의 자치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열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규칙을 완전히 시행해야 하며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가 최소 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해변은 폐쇄됩니다.  

• 지방정부는 5월 20일 수요일까지 재개 의도를 대중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2020년 5월 22일 현충일 주말 전 금요일에 해변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762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45,813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45,813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538  29  

Allegany  44  0  

Broome  390  7  

Cattaraugus  64  0  

Cayuga  61  1  

Chautauqua  45  1  

Chemung  133  1  

Chenango  113  1  

Clinton  85  4  

Columbia  333  6  

Cortland  33  0  

Delaware  67  0  

Dutchess  3,498  24  

Erie  4,782  111  

Essex  32  0  

Franklin  17  0  

Fulton  145  1  

Genesee  175  0  

Greene  209  2  

Hamilton  5  0  

Herkimer  87  1  

Jefferson  71  2  

Lewis  12  0  

Livingston  106  0  

Madison  256  1  

Monroe  2,091  72  



 

 

Montgomery  72  3  

Nassau  38,864  121  

Niagara  743  33  

NYC  190,357  1,812  

Oneida  713  15  

Onondaga  1,440  17  

Ontario  133  4  

Orange  9,825  54  

Orleans  147  2  

Oswego  80  2  

Otsego  67  0  

Putnam  1,121  6  

Rensselaer  428  5  

Rockland  12,637  41  

Saratoga  421  6  

Schenectady  603  6  

Schoharie  47  0  

Schuyler  8  0  

Seneca  49  0  

St. Lawrence  192  0  

Steuben  231  1  

Suffolk  37,719  175  

Sullivan  1,189  21  

Tioga  110  2  

Tompkins  136  0  

Ulster  1,511  16  

Warren  228  1  

Washington  217  2  

Wayne  91  2  

Westchester  31,943  151  

Wyoming  77  0  

Yates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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