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에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의 입장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 선포  

  

Rosie Perez 및 Chris Rock과 협력하여 마스크 착용, 검사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강화  

  

주정부는 현재 뉴욕시에서 가장 피해를 심하게 받은 지역에 마스크 100장 배포 

예정이라고 발표  

  

MTA가 지하철 차량 및 직원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을 위해 UV 라이트 기술 

사용을 임시 시행한다고 발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1,768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66,733건으로 증가했으며 42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기업에 마스크 

또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의 입장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선포했습니다. 행정 명령은 뉴욕을 보호하고 확산을 늦추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Rosie Perez 및 Chris Rock과 협업하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비롯해, 뉴욕주 내의 검사 및 치료 역량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뉴욕시 주거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개발지, 푸드 팽브, 노숙자 쉼터를 포함한 뉴욕시 전역에 이미 

마스크 800만 장 이상을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의 225곳 이상을 포함해 주 

전역에 걸쳐 포괄적인 검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광범위하게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뉴욕주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정해 추가 

공급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매일 수만 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효능이 입증된 자외선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철 차량 및 직원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을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현재 매일 열차를 청소 및 소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그 효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며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 장소, 대중 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매장과 사업장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유주들에게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입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소유주는 자신을 주인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소유주는 

상점 내의 다른 고객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점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점에 방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768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66,733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66,733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814  18  

Allegany  45  0  

Broome  545  17  

Cattaraugus  85  3  

Cayuga  84  4  

Chautauqua  81  3  

Chemung  136  0  

Chenango  126  1  

Clinton  95  0  

Columbia  380  0  

Cortland  39  0  

Delaware  78  0  

Dutchess  3,867  20  

Erie  5,886  76  

Essex  36  0  

Franklin  20  0  

Fulton  200  2  

Genesee  197  2  

Greene  236  5  



 

 

Hamilton  5  0  

Herkimer  106  1  

Jefferson  72  0  

Lewis  20  0  

Livingston  118  0  

Madison  310  0  

Monroe  2,824  33  

Montgomery  82  0  

Nassau  40,140  106  

Niagara  984  12  

NYC  201,051  1,083  

Oneida  959  30  

Onondaga  2054  21  

Ontario  201  3  

Orange  10,325  33  

Orleans  212  2  

Oswego  107  2  

Otsego  70  1  

Putnam  1,236  9  

Rensselaer  469  3  

Rockland  13,076  29  

Saratoga  468  3  

Schenectady  676  3  

Schoharie  49  0  

Schuyler  11  0  

Seneca  56  1  

St. Lawrence  201  1  

Steuben  241  0  

Suffolk  39,359  101  

Sullivan  1,351  11  

Tioga  126  2  

Tompkins  156  1  

Ulster  1,658  13  

Warren  253  1  

Washington  231  3  

Wayne  112  2  

Westchester  33,293  107  

Wyoming  82  0  



 

 

Yates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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