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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검사 역량을 두 배로 

늘려 일간 40,000건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인 뉴욕 주민에게 코로나 19 

검사 받도록 촉구  

  

뉴욕주 검사소는 700개 이상  

  

뉴욕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코로나 19 검사소를 찾을 수 있는 찾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출시  

  

주 전역의 60개 이상 약국에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CVS와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은 1-844-863-9314로 전화해 정신 건강 전문가와 

무료 진료 계획을 잡을 수 있어  

  

주정부는 현재까지 뉴욕주 클린 손 소독제를 300만 병이상 무료로 배포  

  

코로나 19 검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는 Cuomo 주지사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TV 화질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1,889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50,121건으로 증가했으며 46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검사 역량을 두 배로 

늘려 하루 40,000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인 뉴욕 

주민에게 가까운 검사소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사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지사가 뉴욕의 일간 검사 역량을 20,000건에서 

40,000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가 연방 정부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지 

3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정부의 진단 검사 기준에 따르면 주정부의 재개 계획 1단계에 따라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 모든 개인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단 검사 대상인 뉴욕 주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k_4CxBaITU&feature=youtu.b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51427c2-59321ffc-0516def7-000babda0031-c39a070d3f2cb284&q=1&e=7b693322-6ee5-4a97-8958-06c956957b99&u=https://spaces.hightail.com/receive/ZQ55k6mi1r


 

 

• 코로나 19 유증상자인 모든 개인.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개인.  

• 예방 또는 필수 검역 대상인 자.  

• 의료 종사자, 요양원 근로자 또는 긴급상황 대처자로 근무하는 자.  

• 근무 중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필수 근로자.  

• 주정부의 재개 계획 1단계에 따라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 모든 개인.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이 가장 가까운 코로나 19 검사소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뉴욕 주민은 coronavirus.health.ny.gov/covid-19-

testing를 방문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검사소의 목록과 지도 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검사소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글 맵스(Google 

Maps)와 제휴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구글 맵스에서 " COVID testing near me"(근처의 

코로나 검사)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편의점과 제휴하여 주 전역의 60개 이상의 CVS 약국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하루에 50 개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은 1-844-863-9314번으로 핫라인에 

전화하여 정신 건강 전문가와 무료 약속을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headspace.com/ny에서 추가 정신 건강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뉴욕주 클린(NYS Clean) 손 세정제를 300만 병 이상 무료로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275,000병 이상  

• 뉴욕시 주거국(NYC Housing Authority, NYCHA)에 188,492병  

• 푸드 뱅크에 117,000병 이상  

• 코넬 협력 확대(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CCE)를 통해 농장에 32,512병  

•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에 24,060병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검사는 바이러스 통제의 

핵심이며, 이제 주 전역에서 지역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모니터링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주 전체의 대규모 샘플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현재 어떤 주정부, 국가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검사소 및 검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이 검사를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재개 계획 

1단계에서 근무지로 복귀할 모든 개인이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뉴욕 주민들이 

근처의 검사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esting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esting
https://www.headspace.com/ny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88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50,121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50,12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579  7  

Allegany  44  0  

Broome  414  1  

Cattaraugus  65  0  

Cayuga  63  0  

Chautauqua  48  0  

Chemung  134  0  

Chenango  117  2  

Clinton  92  1  

Columbia  340  2  

Cortland  34  0  

Delaware  69  1  

Dutchess  3,543  16  

Erie  4,954  87  

Essex  33  1  

Franklin  18  0  

Fulton  171  23  

Genesee  180  2  

Greene  212  1  

Hamilton  5  0  

Herkimer  91  0  

Jefferson  71  0  

Lewis  16  3  

Livingston  110  3  

Madison  258  0  

Monroe  2,258  66  

Montgomery  75  0  

Nassau  39,136  103  

Niagara  792  22  



 

 

NYC  192,593  993  

Oneida  760  9  

Onondaga  1,501  32  

Ontario  146  7  

Orange  9,943  64  

Orleans  167  4  

Oswego  84  1  

Otsego  67  0  

Putnam  1,136  9  

Rensselaer  439  1  

Rockland  12,758  70  

Saratoga  428  5  

Schenectady  620  7  

Schoharie  47  0  

Schuyler  9  1  

Seneca  51  1  

St. Lawrence  192  0  

Steuben  234  1  

Suffolk  38,117  175  

Sullivan  1,231  14  

Tioga  113  1  

Tompkins  139  1  

Ulster  1,552  15  

Warren  232  4  

Washington  219  1  

Wayne  96  4  

Westchester  32,224  127  

Wyoming  78  0  

Yates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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