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에서 추가 사례 11건 확인. 뉴욕주 확진 

건수 총 33건  

  

새로운 사례로 웨스트체스터 8건, 록랜드 2건, 뉴욕시 1건 포함  

  

뉴욕주 기관 간 태스크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의료 서비스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조  

  

Cuomo 주지사: “저는 태평스러운 모습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반대되는 사실에 기반을 둔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뉴욕주에서 총 33건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이후 확인된 새로운 사례 중 8건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했고 2건은 록랜드 카운티에서, 1건은 뉴욕시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33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소 카운티: 1  

• 록랜드 카운티: 2  

• 뉴욕시: 4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26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낮지만, 저는 뉴욕 주민들이 제가 태평스러운 모습을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실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반대되는 사실에 기반을 둔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사, 검역 

절차 및 격리 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의료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명단:  

• Linda Lacewell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관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 Beth Garvey 특별 고문  

• Gareth Rhodes 금융 서비스부 차관  

• Simonida Subotic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차관  

• Kelly Cummings 주 운영 및 인프라(State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국장  

• Michael Kopy 비상 관리(Emergency Management) 국장  

• Patrick Murphy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 RoAnn Destito 일반 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  

• Pat Foye MTA 회장 겸 CEO  

• Rick Cotton 뉴욕 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집행 이사  

• Dan Fuller 교육 차관  

• Sandra Beattie 예산국(Division of Budget)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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