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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입원 환자의 수가 410명으로 감소하여 3월 16일 이후 최저점 갱신  

  

어제 코로나19 검사의 0.85퍼센트가 양성으로 진단, 30일 연속으로 감염률이 1퍼센트 

미만으로 지속  

  

오니온타의 집중 테스트 결과 발표  

  

어제 뉴욕주에서 9명이 코로나19로 사망  

  

주류 관리청 및 뉴욕주 경찰 태스크포스가 1,390개의 시설을 방문해 8개 시설의 주정부 

규제 위반 적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729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439,501건으로 증가했으며 47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3월 16일 

이후 최저 수준인 41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30일 연속 1퍼센트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사례의 수, 양성 검사 결과의 비율 및 

기타 유용한 데이터 값은 항상 forward.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재개가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염률은 30일간 1퍼센트 

미만을 유지하였고, 뉴욕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손을 

씻는 등의 행진을 지속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내일의 감염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절(Labor Day) 주말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염률이 급증하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이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니온타 스와트(SWAT) 팀 검사 노력  

  

주지사는 지난 5일 동안 옷세고 카운티의 오니온타시에서 검사 스와트 팀의 집중된 검사 

노력이 이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965건의 테스트가 3개의 검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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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으며 결과는 15분 내에 나왔습니다. 총 91건의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양성률은 4.6퍼센트입니다. 현지 보건부와 협력하여 접촉 추적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확진자 91명 중 85명이 18~24 세 대학생으로 사례가 이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확산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연령대의 개인에 대한 검사 

738건 중 11.5퍼센트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8~24세 연령대에 속하지 않은 

1,227명의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양성률은 0.48퍼센트였습니다.  

  

오니온타에서 다음 주 동안 신속한 결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오니온타의 지역 보건부에 4대의 신속 결과 검사 기계를 임대하고 일차 

검사 키트를 배당하여 다음 주 동안 750건 이상의 신속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15분 내에 나오므로 접촉 추적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뉴욕주 보건부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니온타 주민에게 현재 오니온타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5곳의 기존 검사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검사소 

목록은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

test-site-near-you.  
  

어제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과 주 경찰 태스크포스(State Police Task 

Force)에서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있는 1,390개의 시설을 방문하고 주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8개의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카운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롱크스 - 1곳  

• 퀸즈 - 2곳  

• 나소 - 1곳  

• 서퍽 - 4곳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410명(-15)  

• 신규 입원 환자 - 53명  

• 병원 카운티 - 33개  

• 중환자 - 119명(+4)  

• 삽관 중환자 - 56명(-5)  

• 총 퇴원 - 75,425명(+59)  

• 사망 - 9명  

• 총 사망 - 25,359명  

  

어제 뉴욕주에서 실시한 85,630건의 검사 중 729건, 즉 0.85퍼센트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양성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test-site-near-you#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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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Capital Region  1.1%  0.5%  0.9%  

Central New York  0.6%  0.7%  0.8%  

Finger Lakes  0.8%  0.6%  0.7%  

Long Island  1.4%  1.5%  1.1%  

Mid-Hudson  1.0%  1.1%  0.9%  

Mohawk Valley  1.5%  0.7%  0.9%  

New York City  0.7%  0.7%  0.7%  

North Country  0.4%  0.2%  0.2%  

Southern Tier  0.8%  0.2%  0.5%  

Western New York  1.6%  1.2%  2.0%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또한 오늘 72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439,50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439,50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831  8  

Allegany  92  0  

Broome  1,357  7  

Cattaraugus  229  2  

Cayuga  183  1  

Chautauqua  475  4  

Chemung  208  2  

Chenango  235  2  

Clinton  152  0  

Columbia  575  0  

Cortland  103  1  

Delaware  123  0  

Dutchess  4,928  14  

Erie  10,266  54  

Essex  148  1  

Franklin  59  0  

Fulton  312  0  

Genesee  301  1  

Greene  314  1  

Hamilton  14  0  

Herkimer  308  2  

Jefferson  154  0  

Lewis  49  0  

Livingston  189  1  



 

 

Madison  474  0  

Monroe  5,572  21  

Montgomery  215  1  

Nassau  45,193  78  

Niagara  1,650  7  

NYC  236,009  295  

Oneida  2,302  4  

Onondaga  3,983  19  

Ontario  405  4  

Orange  11,515  11  

Orleans  314  4  

Oswego  325  0  

Otsego  268  19  

Putnam  1,531  3  

Rensselaer  859  1  

Rockland  14,396  14  

Saratoga  889  12  

Schenectady  1,310  11  

Schoharie  73  1  

Schuyler  28  1  

Seneca  102  0  

St. Lawrence  296  3  

Steuben  320  1  

Suffolk  45,258  58  

Sullivan  1,543  0  

Tioga  212  1  

Tompkins  332  11  

Ulster  2,201  2  

Warren  326  1  

Washington  270  1  

Wayne  291  3  

Westchester  37,246  41  

Wyoming  126  0  

Yates  62  0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9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25,359명입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별 사망자  

카운티  신규 사망자  

Broome  1  



 

 

Erie  2  

Essex  2  

Kings  2  

Manhattan  1  

Schenectady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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