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뉴욕 프로 스포츠 리그가 훈련 

캠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 보건 및 광대역 접근 개선에 중점을 둔 블루 리본 

위원회의 구성원 발표  

  

미드 허드슨 지역은 5월 26일 화요일의 재개 1단계 진입을 준비 중이며, 롱아일랜드 역시 

5월 27일 수요일의 재개 준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롱아일랜드가 재개 1단계로 나아갈 때 롱아일랜드 철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  

  

롱아일랜드의 10,000가구 이상이 너리시 뉴욕의 제품을 수령  

  

주 전역의 캠프장과 RV 파크는 내일 개장 가능  

  

수의사 업무는 5월 26일 화요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개시가 허가될 예정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1,589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61,515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프로 

스포츠 리그가 적절한 건강 절차를 따르면서 주에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 보건 및 광대역 접근 

개선에 초점을 맞춘 뉴욕주의 블루 리본 위원회(Blue-Ribbon Commission)의 구성원을 

발표했습니다. 블루 리본 위원회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집행역 회장 겸 슈미트 

퓨쳐스(Schmidt Futures) 창립자인 Eric Schmidt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ichard Parsons -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의장  



 

 

• Darren Walker -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회장  

• Dennis Rivera, 전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헬스케어 대표 

• Plinio Ayala, 퍼 스칼라스(Per Scholas) 대표/최고경영자  

• Charles Phillips - 인포(Infor) 회장/전 최고경영자  

• Sid Mukherjee - 컬럼비아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at Columbia), 

의사/작가  

• Jane Rosenthal -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 

공동창립자/최고경영자/집행역 회장  

• Toyin Ajayi 박사 - 시티블록 헬스(Cityblock Health) 최고 보건 책임자 겸 

공동창립자 

• Elizabeth Alexander - Andrew W. Mellon 재단 회장  

• Martha Pollack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총장  

• Steven Koonin -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NYU) 도시 과학 및 진보 

센터(Center for Urban Science and Progress) 이사 

• Satish K. Tripathi -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버펄로 총장 

• Hamdi Ulukaya - 초바니(Chobani) 창립자/회장/최고경영자  

• Maurie McInnis -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신임 총장  

• Ginni Rometty - 아이비엠(IBM) 집행역 회장  

  

주지사는 또한 미드 허드슨 지역이 5월 26일 화요일에 재개 1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사망자가 계속 감소한다면 롱아일랜드는 5월 27일 수요일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역의 접촉 추적 작업은 해당 날짜까지 온라인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롱아일랜드에서 재개 1단계로 나아갈 때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gency, MTA)가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매일 기차와 버스를 청소하고 소독하며, 롱아일랜드 철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돕기 위해 기차에 더 많은 차량을 추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때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을 뉴욕 주민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롱아일랜드의 10,000가구 이상이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제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롱아일랜드에 6개의 새로운 너리시 뉴욕 배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에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업스테이트 농장에서 식량과 제품을 구매하여 구제를 제공하고 뉴욕의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뉴욕주 푸드 뱅크를 

돕고자 하는 독지가나 재단은 COVIDPhilanthropies@exec.ny.gov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mailto:COVIDPhilanthropies@exec.ny.gov


 

 

  

주지사는 또한 주 전역의 캠프장과 RV 파크(RV Parks)가 내일 5월 25일에 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의사 업무 또한 5월 26일 화요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개시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를 주시하며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히 재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규칙은 예전과 달라졌으며,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워 또 다른 피할 수 없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역사상 많은 어려운 시기에 길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을 지침과 모범으로 삼으며, 이제 현대의 정부 및 사회적 

대응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58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61,515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61,515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782  12  

Allegany  44  0  

Broome  501  16  

Cattaraugus  78  0  

Cayuga  77  1  

Chautauqua  75  3  

Chemung  136  0  

Chenango  118  0  

Clinton  95  0  

Columbia  365  6  

Cortland  39  1  

Delaware  77  3  

Dutchess  3,807  14  

Erie  5,626  74  

Essex  36  0  

Franklin  20  0  

Fulton  194  1  

Genesee  191  0  

Greene  220  3  



 

 

Hamilton  5  0  

Herkimer  101  1  

Jefferson  72  0  

Lewis  19  0  

Livingston  114  0  

Madison  301  0  

Monroe  2,697  36  

Montgomery  79  2  

Nassau  39,837  111  

Niagara  941  14  

NYC  198,123  857  

Oneida  878  14  

Onondaga  1,953  49  

Ontario  184  2  

Orange  10,225  28  

Orleans  202  6  

Oswego  100  1  

Otsego  69  1  

Putnam  1,208  8  

Rensselaer  463  0  

Rockland  12,963  29  

Saratoga  456  4  

Schenectady  658  10  

Schoharie  49  0  

Schuyler  11  0  

Seneca  55  1  

St. Lawrence  197  1  

Steuben  240  0  

Suffolk  38,964  162  

Sullivan  1,310  13  

Tioga  122  1  

Tompkins  151  2  

Ulster  1,617  11  

Warren  250  1  



 

 

Washington  226  1  

Wayne  108  1  

Westchester  32,968  87  

Wyoming  81  1  

Yates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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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216881f-de33847c-8214712a-0cc47aa88e08-d401b814488f1e6d&q=1&e=9cdda3d9-47a4-411d-aa67-32618c12e9d4&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5E443E1981378E32852585720060DA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