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시 저임금 유색 지역사회의 

교회에서 실시한 뉴욕주 항체 검사 결과 27 퍼센트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뉴욕시 전역의 8개에서 40개까지 공공 주거지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레디 

리스폰더스와 파트너십 지속  

  

주정부는 소모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소수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 및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에서 28개의 추가 검사소 설립. 노스웰 헬스 및 소모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총 72개의 종교 기반 검사소 운영  

  

모든 지방 정부에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  

  

10명 이하의 종교 모임과 드라이브 인 및 주차장 서비스가 주 전역에서 5월 21일 

목요일부터 재개 허용  

  

주정부는 종교 서비스를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범종교 

자문위원회 소집  

  

뉴욕 마스크 착용 장려 광고 콘테스트최종 진출자 발표, 뉴욕 주민들은 메모리얼 

데이까지 WearAMask.ny.gov에서 투쵸 가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1,525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54,370건으로 증가했으며 42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뉴욕시 저소득층 

지역사회 및 유색 지역사회에서 뉴욕주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검자의 27 퍼센트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뉴욕지 전체 인구 대상 검사 

결과인 19.9 퍼센트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약 8,000명을 검사한 

결과이며,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높은 보유율은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 높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node/2871


  

저소득층 및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높은 감염률을 지속적인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레디 리스폰더스(Ready Responders)와 협력하여 뉴욕 전역에 

걸쳐 8개에서 40개까지 공공 주거지 검사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소모스(SOMOS)와 파트너십을 맺고 소수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 및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에서 28개의 추가 검사소를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및 소모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총 72개의 종교 기반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가용성을 높이고 손 살균제를 제공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 

사회에서 공중 보건 및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방 

정부에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다.  

  

주지사는 또한 5월 21일 목요일부터 주 전역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곳에서는 10명 이하의 종교 모임이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인 및 주차장 서비스도 목요일부터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종교 서비스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종교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5월 5일 주지사가 시작하고 주지사의 딸인 Mariah Kennedy Cuomo가 

감독하는 뉴욕 마스크 착용 장려 광고 콘테스트(Wear a Mask New York Ad Contest)의 

결선 진출자 다섯 명을 발표했으며,뉴욕 주민들에게 왜 뉴욕 주민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뉴욕 주민으로부터 600개 이상읟 동영상을 

제출받았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WearAMask.ny.gov에서 5월 25일 월요일까지 우승작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우승작은 5월 26일 화요일에 발표되며 해당 작품은 공익 광고로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저소득층 및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항상 

보유자가 인구 전체 대상 검사보다 뉴욕시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검사 

데이터는 단순히 보유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발병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52020_Interfaith_Advisory_Council_Members.pdf
https://coronavirus.health.ny.gov/node/2871


실시하여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고 목적에 충실한 전략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525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54,370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54,370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682  27  

Allegany  44  0  

Broome  436  7  

Cattaraugus  70  1  

Cayuga  68  0  

Chautauqua  50  1  

Chemung  134  0  

Chenango  118  0  

Clinton  94  0  

Columbia  350  0  

Cortland  36  0  

Delaware  69  0  

Dutchess  3,724  14  

Erie  5,131  94  

Essex  34  0  

Franklin  18  0  

Fulton  184  2  

Genesee  184  2  

Greene  215  1  

Hamilton  5  0  

Herkimer  93  1  

Jefferson  71  0  

Lewis  18  0  

Livingston  111  0  

Madison  292  32  

Monroe  2,465  89  

Montgomery  75  0  



Nassau  39,368  73  

Niagara  858  13  

NYC  194,550  729  

Oneida  802  17  

Onondaga  1,718  53  

Ontario  170  18  

Orange  10,043  55  

Orleans  171  3  

Oswego  90  1  

Otsego  67  0  

Putnam  1,168  9  

Rensselaer  453  9  

Rockland  12,831  33  

Saratoga  438  2  

Schenectady  633  2  

Schoharie  48  0  

Schuyler  10  0  

Seneca  52  1  

St. Lawrence  195  3  

Steuben  237  1  

Suffolk  38,411  84  

Sullivan  1,267  9  

Tioga  114  1  

Tompkins  145  3  

Ulster  1,571  6  

Warren  235  0  

Washington  221  1  

Wayne  103  5  

Westchester  32,517  115  

Wyoming  79  0  

Yates  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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