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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13건의 추가 사례 확인. 주 전체 확진 건수 

총 89건  

  

주지사, 청소용품 및 검사 장비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비상 상태 선언  

  

발병과 관련된 불법 가격 사기에 대한 조사 지시 - 가격 사기 의심 신고 전화  

1-800-697-1220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13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으며, 주 전체 확진 건수로 총 8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지사의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확인된 13건의 신규 사례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총 89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체스터 70  

뉴욕시: 11  

나소: 4  

록랜드 2  

사라토가 2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염된 사람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실을 기반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감염 환자의 80%가 자가 치유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적인 정부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비상 상태를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 상태 선언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하여 수행합니다.  

• 청소용품, 손 소독제 및 기타 필수 자원의 신속한 조달  

https://www.governor.ny.gov/news/no-202-declaring-disaster-emergency-state-new-york
https://www.governor.ny.gov/news/no-202-declaring-disaster-emergency-state-new-york


• 의사 및 간호사 이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검사 소모품 및 장비의 신속한 조달  

• 신속한 직원 교육  

• 실험실 공간의 신속한 임대  

• EMS 직원이 병원 이외의 격리 장소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가격 사기 및 집행 조사를 위한 명확한 근거 제공  

  

또한, 오늘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중에 가정용 청소용품 및 손 소독제 등 

소비재의 불공정 가격 인상 보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소비자 보호부(Consumer Protection Division)에 지시했으며, 

가격 사기 의심 신고를 위한 수신자 부담 상담 전화 1-800-697-1220번을 개설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부는 또한 온라인 소비자 불만 양식을 만들었으며, 이 양식을 작성하여 뉴욕 

주민들은 가격 사기 의심 신고를 하거나 부적절한 수량 납품에 대한 우려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https://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모든 신뢰할 수 있는 불만 사항은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Cuomo 주지사는 여행 보험 회사 및 여행사는 뉴욕 거주자와 기업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COVID-19와 관련된 이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 구입 항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뉴욕주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여행사 및 여행보험사가 이러한 유형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COVID-19로 인해 현재 

여행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려는 뉴욕 기업 및 거주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보험 회사 6곳은 다음과 같은 "어떤 이유로든 취소" 보장 항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리안츠(Allianz), 네이션와이드(Nationwide), 

스타 인뎀너티(Starr Indemnity), 버크셔(Berkshire), 크럼 & 포스터(Crum & Forster), 

취리히(Zurich).  

  

또한 금융 서비스부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알려 줄 것을 뉴욕주 여행자 보험 발급사에 지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 보험 안내서 사본을 읽으십시오.  

  
###  

https://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0_04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0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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