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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 

재개 기간 동안 주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 발행  

  

재개 규칙 및 지침 위반 시, 주류 면허증이 즉각 정지되고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어  

  

또한 바가 위치한 지역 바깥의 가까운 지역에 대한 책임을 바에 부여함으로써 주류 

관리청의 집행 영역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  

  

이번 주 월요일 뉴욕시의 2단계 진입에 대한 최종 결정,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  

  

주정부, 가을 학기 동안 대면 교육과 캠퍼스 내 거주 시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단과 

대학 및 대학에 지침을 발행할 예정  

  

어제 실시한 코로나 검사의 1% 미만, 양성 진단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618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85,760건으로 증가했으며 37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기간 동안 주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개 규칙 및 지침을 

위반하는 기업은 주류 면허증이 즉각적으로 정지되고,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바가 위치한 지역 바깥의 가까운 지역에 대한 책임을 바에 

부여함으로써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집행 영역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가을 학기 동안 대면 교육과 캠퍼스 내 거주 시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단과 대학 및 대학에 지침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퍼스는 

지침을 준수하고 뉴욕주와의 계획 제출을 증명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월요일 뉴욕시 2단계 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데이터 

검토 이후 내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 재개 계획의 2단계에 대한 사업체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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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개 단계를 거치면서 지방 정부의 규정 

준수 및 집행 기능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집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으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규정 준수, 집행 및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는 방법에 따라 더 효과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엄청난 노력을 했으나, 앞으로도, 우리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에 힘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어제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가 가장 낮은 

백분율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 실시한 68,541건의 검사 중 

618건, 즉 1% 미만만이 양성 사례였습니다.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양성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New York City  1.20%  1.20%  1.00%  

Capital Region  0.70%  0.30%  0.40%  

Central New York  1.40%  1.10%  3.00%  

Finger Lakes  0.60%  0.60%  1.00%  

Long Island  1.00%  0.70%  0.70%  

Hudson Valley  1.00%  0.90%  0.60%  

Mohawk Valley  1.40%  0.60%  1.30%  

North Country  0.20%  0.30%  0.10%  

Southern Tier  0.20%  0.10%  0.00%  

Western New York  1.00%  1.00%  1.10%  

  

주지사는 또한 오늘 618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385,76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85,760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034  5  

Allegany  57  2  

Broome  657  0  

Cattaraugus  109  0  

Cayuga  106  0  

Chautauqua  110  2  

Chemung  138  0  

Chenango  139  0  

Clinton  99  0  



 

 

Columbia  443  1  

Cortland  44  2  

Delaware  89  0  

Dutchess  4,088  11  

Erie  6,920  38  

Essex  40  0  

Franklin  26  1  

Fulton  236  0  

Genesee  217  1  

Greene  252  0  

Hamilton  6  0  

Herkimer  128  0  

Jefferson  82  0  

Lewis  21  0  

Livingston  123  0  

Madison  341  3  

Monroe  3,439  21  

Montgomery  105  1  

Nassau  41,349  29  

Niagara  1,183  6  

NYC  211,260  319  

Oneida  1,332  25  

Onondaga  2,615  57  

Ontario  235  1  

Orange  10,604  5  

Orleans  271  1  

Oswego  144  5  

Otsego  82  0  

Putnam  1,295  1  

Rensselaer  515  0  

Rockland  13,474  7  

Saratoga  526  3  

Schenectady  738  1  

Schoharie  55  0  

Schuyler  12  0  

Seneca  64  0  

St. Lawrence  215  0  



 

 

Steuben  257  0  

Suffolk  40,810  40  

Sullivan  1,434  1  

Tioga  140  0  

Tompkins  173  0  

Ulster  1,746  2  

Warren  258  1  

Washington  243  0  

Wayne  139  2  

Westchester  34,409  24  

Wyoming  93  0  

Yates  4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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