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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섯 번째 지역이 내일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점을 달성했다고 발표  

  

웨스턴 뉴욕이 재개에 필요한 7가지 지표를 충족한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 서던 티어 및 모호크 밸리 지역에 합류  

  

보건부는 이리 카운티 의료 센터에 선별 시술을 재개하는 면제를 부여  

  

요양원 직원이 주 2회 검사를 받도록 요하는 지침을 만족하기 위해 요양원 시설에서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노력을 발표  

  

주요 스포츠팀이 팬 없이 재개를 계획하도록 장려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1,250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51,371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웨스턴 뉴욕이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지역에 이어 내일 

시작하는 주정부 지역 단계별 재개 계획의 1단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현재 주의 지침을 만족하는 접촉 추적자를 

확보했으며, 현재 추적자들은 웨스턴 뉴욕이 건설, 제조 및 도매 공급망, 소매업의 가변 

픽업 및 드롭오프 또는 매장 내 픽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한 1단계에 진입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 재개 계획의 1단계에 대한 비즈니스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뉴욕 포워드 리오프닝(N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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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리 카운티 의료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에게 선별 시술을 다시 시작하는 면제를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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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또한 요양원 시설에서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발표하여 

모든 요양원 및 성인 관리 시설에서 모든 직원이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주정부는 요양원 시설과 연구실을 연결하여 이러한 

시설이 더 많은 검사를 받도록 하며, 연구실들은 지금까지 이를 위해 하루에 최소 

35,000건의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주에 주 전역의 요양원에 32만 개의 

검사 키트를 보냅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요 스포츠팀이 팬 없이 재개를 계획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노력에 

주정부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들은 훌륭히 단결하여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감염률을 낮추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재개이며, 

사실, 과학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욕 

주민들은 지역과 비즈니스가 재개됨에 따라 이러한 수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250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51,371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51,37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610  31  

Allegany  44  0  

Broome  423  9  

Cattaraugus  67  2  

Cayuga  65  2  

Chautauqua  49  1  

Chemung  134  0  

Chenango  118  1  

Clinton  94  2  

Columbia  346  6  

Cortland  35  1  

Delaware  69  0  

Dutchess  3,552  9  

Erie  4,993  39  

Essex  33  0  



 

 

Franklin  18  0  

Fulton  182  11  

Genesee  180  0  

Greene  213  1  

Hamilton  5  0  

Herkimer  92  1  

Jefferson  71  0  

Lewis  17  1  

Livingston  110  0  

Madison  258  0  

Monroe  2,303  45  

Montgomery  75  0  

Nassau  39,225  89  

Niagara  818  26  

NYC  193,230  637  

Oneida  772  12  

Onondaga  1,520  19  

Ontario  148  2  

Orange  9,965  22  

Orleans  167  0  

Oswego  84  0  

Otsego  67  0  

Putnam  1,141  5  

Rensselaer  444  5  

Rockland  12,777  19  

Saratoga  434  6  

Schenectady  629  9  

Schoharie  48  1  

Schuyler  10  1  

Seneca  51  0  

St. Lawrence  192  0  

Steuben  235  1  

Suffolk  38,224  107  

Sullivan  1,246  15  



 

 

Tioga  113  0  

Tompkins  141  2  

Ulster  1,557  5  

Warren  234  2  

Washington  219  0  

Wayne  97  1  

Westchester  32,323  99  

Wyoming  79  1  

Yates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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