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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여전히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진 사례 없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추가로
음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또 다른
음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음성으로 확인된 총 샘플의 수는 22개로
늘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뉴욕 주민 23명의 샘플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로 보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22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의 샘플 한 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뉴욕시 이외의
뉴욕주에는 확인 중인 샘플이 없습니다. 여전히 뉴욕주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아직 양성으로
확인된 바이러스 사례는 없지만, 주민들 모두 정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등 상식적인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연방, 주 정부 및 지역
차원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주 정부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진단 테스트 사용을 허가했으며,
뉴욕주 보건부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즈워스 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질병, 사스(SARS), 합성
카나비노이드와 같은 수많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테스트 시행 전, 적절한 검증 프로토콜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지만, 일상적인 예방 조치는 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 20초 이상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
•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증상을 나타내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했거나,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최신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주 정부 핫라인
1-888-364-3065로 전화하여 보건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최신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 건의 공익광고(PSAs)를
제작했으며, 하나는 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가 출연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여러 언어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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