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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집단감염 조치 이니셔티브 발표  

  

주요 국가 공중보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된 이니셔티브—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Noam Ross 박사, 미네소타 대학교의 Michael Osterholm 박사, 전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이사 Tom Frieden 박사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브루클린, 퀸즈, 브룸, 오렌지, 록랜드 카운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고 위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사례 밀도별로 집단감염을 지도로 표시  

  

대량 집회 후원자를 위한 벌금이 15,000달러로 상승  

  

새로운 규칙 및 제한은 최소 14일 동안 적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퀸즈, 브룸, 오렌지, 록랜드 카운티에서 

증가한 코로나19 최고 위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감염 조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집단감염을 

퇴치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학 기반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과 주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칙과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새 규칙은 최소 14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계획은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의 Noam Ross 박사,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의 Michael Osterholm 박사와 전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이사 Tom Frieden 박사를 포함하여 국가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단감염은 단지 사례의 집단이자 밀도가 높은 

사례들이며, 거의 동심원의 원 내에 있는 집단감염에 스며들어 증가합니다. 연못에 

조약돌을 떨어뜨리면 조약돌이 빠져 하나, 둘, 세 개의 원을 만들고 점차 연못 내로 

퍼져나갑니다. 집단감염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집단감염을 없애고 확산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사례 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감염 자체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집단감염 내의 사람이 주위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집단감염을 둘러싼 지역사회에서 주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예방 조치로서 해당 

지역 외곽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이니셔티브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집단감염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 집단감염의 주변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멈춥니다.  

3. 외곽 지역사회에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이니셔티브는 현재 다음 영역의 집단감염에 적용됩니다.  

  

• 브룸 카운티(한 구역, 노란색) - 여기를 클릭하여 지도 확인  

• 브루클린(한 구역,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 여기를 클릭하여 지도 확인  

• 오렌지 카운티(한 구역, 빨간색 및 노란색) - 여기를 클릭하여 지도 확인  

• 퀸즈(두 구역, 빨간색, 오렌지색 및 노란색) -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여 지도 확인  

• 록랜드 카운티(한 구역, 빨간색 및 노란색) - 여기를 클릭하여 지도 확인  

  

이니셔티브는 집단감염과 그 주위의 영역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며 각 범주에서 

연속적으로 더 높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빨간색 구역 — 집단감염 자체  

  

• 예배 장소: 25%의 수용 인원, 최대 10명  

• 대량 집회: 금지  

• 사업체: 필수 기업만 열 수 있음  

• 식사: 테이크아웃만 가능  

• 학교: 폐쇄, 원격 수업만 실시  

  

오렌지색 구역 - 경고 구역  

  

• 예배 장소: 33%의 수용 인원, 최대 25명  

• 대량 집회: 최대 10명, 실내 및 실외  

• 사업체: 체육관 및 개인 관리 서비스와 같이 고위험의 비필수 사업체는 폐쇄  

• 식사: 야외 식사만, 테이블당 최대 4명  

• 학교: 폐쇄, 원격 수업만 실시  

  

노란색 구역 - 사전 예방 구역  

  

• 예배 장소: 50%의 수용 인원  

• 대량 집회: 최대 25명, 실내 및 실외  

• 사업체: 공개.  

• 식사: 실내 및 실외 식사, 테이블당 최대 4명  

• 학교: 직접 수업은 학생과 교사/교직원에 대한 필수 주1회 검사를 통해 열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금요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 

교사와 학생/직원의 비율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ome_Map.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oklyn_large_map.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range_Map.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Queens_upper_map_updated_color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Queens_FarRockaway_map_updated_color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ockland_Map_updated.pdf


 

 

  

이러한 구역의 시행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에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의 공중보건 규칙을 위반한 대량 모임의 후원자에 대한 벌금이 

15,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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