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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에서 추가 사례 11건을 확인. 뉴욕주 확진
건수 총 22건

현재까지 나소 카운티 1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8건, 뉴욕 3건 발생
올버니의 주 전역 비상 운영 센터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비상 운영 센터 지점 2개
개설 - 호손 1곳, 뉴로셸 1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뉴욕주에서 총 22건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22명 중 1명은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고, 3명은 뉴욕에 거주하며
18명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발병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지사는
올버니의 주 전역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를 개방했으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호손, 뉴로셸 2곳에 비상 운영 센터 지점(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개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퍼져 가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감의 수준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진 건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수학이기 때문이죠. 검사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사례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접촉한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격리하여 필요할 경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 운영 센터
주지사는 올버니의 주 전역 비상 운영 센터(EOC)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호손,
뉴로셸 두 곳의 비상 운영 센터를 활성화했습니다. EOC 및 EOC 지점은 중앙 관리 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비상 관리 사무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및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담당
직원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전문가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고, 실시간 통신 업데이트 및 타기관과의 협력 등 대응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EOC 및 EOC 지점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또한, 뉴욕주는 나소 카운티 및 다른 곳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상
필요한 경우 EOC 운영 지점을 세울 것입니다.
COVID-19에 대한 뉴욕주의 대응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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