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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집중 구역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브루클린, 오렌지 및 브룸 구역 개선  

  

일부 이리 카운티 옐로우존에서 오렌지존으로 변경, 이리에서 옐로우존 확대,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신규 옐로우존  

  

브롱크스의 신규 옐로우존, 퀸즈의 옐로우존 확대  

  

구역 변경은 사업체의 경우 금요일에, 학교의 경우 월요일부터 적용  

  

모든 집중 구역의 확진율은 4.73%, 모든 집중 구역 외 뉴욕주 확진율은 3.10%  

  

주 전체 확진율은 3.43%  

  

어제 뉴욕주에서 35명이 코로나19로 사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집중 구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지표에 따라 브룸과 오렌지 카운티의 기존 

옐로우존을 해체하고 브루클린의 오렌지존이 옐로우존으로 전환됩니다. 이리 카운티 내 

옐로우존의 일부는 오렌지 경고 영역으로 전환되며 이리와 인접한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일부는 옐로우존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구역 변경 사항은 사업체 제한의 경우 

금요일부터, 학교 폐쇄의 경우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일부는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지정되고 퀸즈의 옐로우존은 아스토리아 지역을 포함하기 위해 북서쪽으로 확대됩니다. 

웨스턴 뉴욕은 뉴욕주에서 가장 상황이 나쁜 지역입니다. 웨스턴 뉴욕의 일부는 

옐로우존에서 오렌지존(Orange Zone)으로 전환되고,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일부는 

옐로우존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뉴욕주 기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는 성과를 냅니다. 브룸과 오렌지 카운티는 

옐로우존이었으나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클린은 오렌지존이었다가 

옐로우존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쓰고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기존 집중 구역 변경  

  

브룸 카운티 - 옐로우존 해제  

  

확진율 하락과 낮은 확진율, 입원환자 수 등 지표를 기준으로 브룸 카운티는 이제 옐로우 

예방 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 오렌지존 옐로우 예방 구역으로 변경  

  

지난 주 브루클린의 레드존은 성과에 따라 오렌지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계속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렌지존이 옐로우 예방 구역으로 전환되고 현재의 

옐로우 완충 구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 옐로우존 해제  

 

기존 옐로우존에서 성과가 나타나며 확진율 및 신규 확진 사례 수치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옐로우 예방 구역은 해제될 것입니다.  

  

신규 집중 구역  

  

브롱크스 - 신규 옐로우 예방 구역 - 지도는 여기 및 여기를 클릭  

  

브롱크스 몇몇 지역사회는 최근 확진 사례가 증가했으며 옐로우 예방 구역 지정 지표를 

만족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 신규 오렌지 경고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이리 옐로우 예방 구역(Yellow Precautionary Zone)의 일부는 오렌지 경고 구역(Orange 

Warning Zone)으로 전환할 지표를 만족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 신규 사례, 확진율, 

입원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 옐로우존은 이리 카운티의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었습니다.  

  

퀸즈 - 옐로우 예방 구역 확대 - 지도는 여기를 클릭  

  

현재 퀸즈 구역은 지난 10일 동안 확진율 및 확진 사례가 증가했으며 7일 연속 평균 

확진율 2.5 퍼센트를 기록한 추가 지역사회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 신규 옐로우 예방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노스 토나완다는 확진 사례와 확진율이 증가했으며, 옐로우 예방 구역 지정 지표를 

만족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nx_EastZonesOnly_11_18_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nx_WestZonesOnly_11_18_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rieZonesOnly.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Queens_NorthZonesOnly.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iagaraZonesOnly.pdf


 

 

주지사는 주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에 따라 모든 집중 구역 확진율이 4.73%이고 집중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율은 3.10%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구역 내에서 어제 

30,762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1,455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중 구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기타 지역에서 123,672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3,839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최근 7일 연속 평균, 마지막 2주에 보고된 

전체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 구역  
11/1~11/7 

확진율 %  

11/8~11/14 

확진율 %  

최근 

7일 

연속 

평균  

그저께(11/16) 

확진율 %  

어제(11/17) 

확진율 %  

    

    

  
  

퀸즈 큐 가든 

힐즈/포레스트 

힐즈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96%  3.48%  3.48%  4.17%  3.85%      

록랜드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96%  2.23%  2.50%  5.28%  3.52%      

셔멍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6.45%  4.59%  4.33%  5.74%  5.71%      

웨스트체스터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7.46%  9.34%  8.34%  7.42%  5.41%      

이리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5.35%  7.30%  7.39%  8.05%  8.26%      

먼로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4.06%  5.54%  4.74%  3.68%  3.87%      

오논다가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4.68%  6.58%  6.02%  8.42%  4.74%      

스태튼 

아일랜드 

옐로우존 집중 

3.00%  4.33%  4.24%  4.81%  4.24%      



 

 

구역 

확진율 %  

티오가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10.03%  10.81%  8.39%  7.14%  6.90%      

주 전역 집중 

구역 

확진율 %  

3.83%  4.84%  4.62%  4.89%  4.73%      

모든 집중 

구역 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95%  2.86%  2.95%  3.18%  3.43%      

모든 집중 

구역 불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81%  2.47%  2.60%  2.82%  3.10%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2,202명(+78)  

• 신규 입원 환자 - 352명  

• 병원 카운티 - 50개  

• 중환자 - 423명(+15)  

• 삽관 중환자 - 192명(+16)  

• 총 퇴원 - 82,261명(+239)  

• 사망 - 35명  

• 총 사망 - 26,225명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Capital Region  2.3%  2.8%  3.3%  

Central New York  3.9%  4.5%  3.7%  

Finger Lakes  4.3%  3.7%  3.9%  

Long Island  3.5%  3.5%  3.6%  

Mid-Hudson  3.0%  4.3%  4.6%  

Mohawk Valley  1.7%  3.1%  2.6%  

New York City  2.3%  2.9%  2.9%  

North Country  1.8%  2.2%  1.9%  

Southern Tier  1.4%  0.7%  1.4%  



 

 

Western New York  5.2%  6.5%  5.6%  

  

지난 3일간 보고된 각 뉴욕시 자치구의 양성 검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Bronx  2.5%  3.7%  3.9%  

Brooklyn  1.9%  2.3%  2.6%  

Manhattan  1.6%  2.3%  2.2%  

Queens  3.3%  3.1%  3.3%  

Staten Island  3.1%  4.8%  4.3%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574,07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4,730  77  

Allegany  692  25  

Broome  4,545  76  

Cattaraugus  739  44  

Cayuga  664  10  

Chautauqua  1,304  39  

Chemung  2,438  34  

Chenango  518  6  

Clinton  389  5  

Columbia  906  11  

Cortland  801  22  

Delaware  289  8  

Dutchess  6,386  78  

Erie  18,983  573  

Essex  236  2  

Franklin  207  12  

Fulton  408  5  

Genesee  655  20  

Greene  596  3  

Hamilton  31  5  

Herkimer  524  16  

Jefferson  345  6  

Lewis  265  12  

Livingston  527  18  

Madison  753  14  

Monroe  11,148  257  

Montgomery  349  18  

Nassau  55,112  397  



 

 

Niagara  2,869  71  

NYC  287,022  1,747  

Oneida  3,752  85  

Onondaga  8,301  217  

Ontario  1,008  22  

Orange  15,412  129  

Orleans  538  12  

Oswego  1,053  47  

Otsego  480  10  

Putnam  2,269  26  

Rensselaer  1,389  25  

Rockland  20,176  132  

Saratoga  1,769  28  

Schenectady  1,950  30  

Schoharie  160  5  

Schuyler  238  1  

Seneca  222  2  

St. Lawrence  610  7  

Steuben  1,467  19  

Suffolk  54,485  430  

Sullivan  2,008  15  

Tioga  984  11  

Tompkins  828  8  

Ulster  2,865  30  

Warren  518  3  

Washington  407  0  

Wayne  824  16  

Westchester  45,335  360  

Wyoming  375  12  

Yates  218  1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 35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26,225명입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별 사망자  

카운티  신규 사망자  

Allegany  3  

Broome  1  

Chautauqua  1  

Chemung  1  

Erie  4  

Herkimer  1  



 

 

Kings  2  

Lewis  1  

Manhattan  4  

Monroe  1  

Nassau  2  

Oneida  1  

Orange  1  

Oswego  1  

Rensselaer  1  

Richmond  1  

Schenectady  2  

Steuben  2  

Suffolk  1  

Ulster  1  

Westcheste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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