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26일 화요일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여덟 번째 지역의 기준점 달성 예정 발표  

  

접촉 추적 기준을 완료한 미드 허드슨 밸리가 재개에 필요한 7가지 지표를 충족한 주도 

지역, 웨스턴 뉴욕,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 서던 티어 및 모호크 밸리 

지역에 합류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추적이 시행되는 경우, 롱아일랜드는 5월 27일 수요일에 

재개 가능  

  

주정부는 어드밴티지 케어 피지션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운스테이트 의료 센터에 

15개의 새로운 검사 장소를 설립  

  

뉴욕주 검사소는 760개 이상  

  

뉴욕 주민에게 5월 25일 월요일까지 뉴욕 마스크 착용 권장 광고에 투표할 것을 권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1,772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59,926건으로 증가했으며 50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가 주도 지역, 웨스턴 뉴욕,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지역에 이어 5월 26일 화요일에 시작할 예정인 주정부 지역 

단계별 재개 계획의 1단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는 현재 주의 지침을 만족하는 접촉 추적자를 

확보했으며, 추적자들은 미드 허드슨 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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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아일랜드의 사망자 수는 계속 하락하고 접촉 

추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롱아일랜드는 5월 27일 수요일에 재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재개 계획의 1단계에 대한 비즈니스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뉴욕 포워드 재개(NY Forward Reopening)" 계획에 대한 

https://forward.ny.gov/industries-reopening-phase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역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어드밴티지 케어 피지션즈(Advantage Care 

Physicians)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운스테이트 의료 센터에 저소득 및 소수자 지역사회 내 

검사 센터를 포함하여 15개의 새로운 검사 장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주 전역에서 760개 이상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검사 

대상인 뉴욕 주민에게 coronavirus.health.ny.gov를 방문하여 근처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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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하는 뉴욕 마스크 착용 공익 광고 콘테스트(Wear a Mask New York Ad Contest)에 

뉴욕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WearAMask.ny.gov에서 5월 25일 

월요일까지 우승작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승작은 5월 26일 화요일에 발표되며 해당 

작품은 공익 광고로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매일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고 재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개는 주 전역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각 지역마다 재개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지역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뉴욕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준비되기 전에 재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제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은 

화요일에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뉴욕 

주민들은 강하며,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772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59,926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59,926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770  14  

Allegany  44  0  

Broome  485  17  

Cattaraugus  78  4  

Cayuga  76  3  

Chautauqua  72  9  

Chemung  136  1  

Chenango  118  0  

Clinton  95  1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ForwardReopeningGuide.pdf
https://forward.ny.gov/regional-monitoring-dashboard
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https://coronavirus.health.ny.gov/node/2871


 

 

Columbia  359  3  

Cortland  38  1  

Delaware  74  2  

Dutchess  3,793  26  

Erie  5,552  155  

Essex  36  0  

Franklin  20  1  

Fulton  193  4  

Genesee  191  2  

Greene  217  2  

Hamilton  5  0  

Herkimer  100  5  

Jefferson  72  0  

Lewis  19  0  

Livingston  114  0  

Madison  301  4  

Monroe  2,661  60  

Montgomery  77  0  

Nassau  39,726  118  

Niagara  927  30  

NYC  197,266  782  

Oneida  864  36  

Onondaga  1,904  76  

Ontario  182  2  

Orange  10,197  55  

Orleans  196  21  

Oswego  99  3  

Otsego  68  1  

Putnam  1,200  13  

Rensselaer  463  3  

Rockland  12,934  29  

Saratoga  452  4  

Schenectady  648  3  

Schoharie  49  0  



 

 

Schuyler  11  0  

Seneca  54  0  

St. Lawrence  196  1  

Steuben  240  0  

Suffolk  38,802  130  

Sullivan  1,297  10  

Tioga  121  3  

Tompkins  149  2  

Ulster  1,606  11  

Warren  249  3  

Washington  225  1  

Wayne  107  3  

Westchester  32,881  114  

Wyoming  80  1  

Yates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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