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의 시위 참석자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코로나19 검사 

기준 확대 발표  

  

DFS, 약탈 피해를 입은 뉴욕 사업자와 소비자를 돕고자 보험 청구의 해결 및 지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긴급 규제 발표  

  

주 정부, 드라이브 인 및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  허용  

  

이번 여름과 가을 학기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 6월 22일 주 전역의 의과 대학 개강  

  

미드허드슨 밸리는 6월 9일 화요일 재개 2단계 돌입하고 롱아일랜드는 6월 10일 수요일 

재개 2단계 착수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1,048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75,133건으로 증가했으며 33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주 전역의 

시위 참가자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모든 시위 참석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장소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oronavirus.health.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약탈과 

기물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돕기 위해 긴급 규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 보험 청구의 해결 및 지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뉴욕주의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허리케인 샌디(Super Storm 

Sandy)의 여파로 적용된 바 있는 유사한 긴급 구제 조치를 기초로 합니다. 긴급 규제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구제 조치에는 보험 계약자가 건강 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자산 즉각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등 합리적인 손해 증명이 

포함된 청구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경찰의 청구서 제출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긴급 규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공정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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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또한 올해 학교에서 드라이브 인 및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향후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번 여름 및 가을 학기에 새로운 의대생들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면 주 전역의 의과 대학이 6월 22일에 다시 개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지역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라 6월 9일 

화요일 미드허드슨 밸리가 재개 2단계에 돌입하며, 롱아일랜드는  6월 10일 수요일에 

재개 2단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정보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매일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수만 명의 사람이 주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고 이는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시위 참여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책임 

있게 검사를 받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또한 오늘 1,048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375,1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75,133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930  10  

Allegany  49  0  

Broome  593  4  

Cattaraugus  91  1  

Cayuga  96  0  

Chautauqua  95  6  

Chemung  137  0  

Chenango  133  0  

Clinton  97  0  

Columbia  400  1  

Cortland  41  0  

Delaware  82  0  

Dutchess  3,962  11  

Erie  6,308  74  

Essex  38  0  

Franklin  23  0  



 

 

Fulton  215  2  

Genesee  205  3  

Greene  241  0  

Hamilton  5  0  

Herkimer  113  0  

Jefferson  74  0  

Lewis  20  0  

Livingston  120  0  

Madison  319  0  

Monroe  3,081  33  

Montgomery  96  2  

Nassau  40,713  69  

Niagara  1,085  18  

NYC  205,406  534  

Oneida  1,069  11  

Onondaga  2,295  39  

Ontario  218  3  

Orange  10,471  11  

Orleans  247  1  

Oswego  112  0  

Otsego  73  0  

Putnam  1,268  4  

Rensselaer  495  0  

Rockland  13,280  21  

Saratoga  493  4  

Schenectady  701  0  

Schoharie  51  0  

Schuyler  12  0  

Seneca  60  0  

St. Lawrence  207  1  

Steuben  245  2  

Suffolk  40,153  91  

Sullivan  1,405  12  

Tioga  133  0  

Tompkins  165  0  

Ulster  1,704  3  

Warren  256  0  



 

 

Washington  238  0  

Wayne  121  1  

Westchester  33,767  76  

Wyoming  87  0  

Yates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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