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코로나 19 의료 수요 

급등 위험 없이 카운티 및 병원에서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  

  

뉴욕주가 정상화에 대해 지역적 접근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주지사는 오늘 백악관에서 Trump 대통령과 만나 검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4,178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51,690건으로 증가했으며 41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음 주부터 

단기적으로 코로나 19 의료 수요 급등 위험 없이 카운티 및 병원에서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은 카운티에 대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25%를 

초과하고 지난 10일간 카운티 내 코로나 19 신규 입원 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020년 4월 28일부터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선별적 외래 

치료를 재개할 수 있는 카운티에 있지만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25% 미만이거나 지난 

10일 동안 신규 입원 환자가 10명을 초과한 경우, 해당 병원은 선별적 수술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선별적 수술을 재개한 카운티 또는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25%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코로나 19 신규 입원 환자수가 10명 이상 증가한 경우 선별적 수술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선별적 외래 치료 전에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선별적 수술 재개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선별적 수술 제한은 브롱크스, 퀸즈, 록랜드, 나소, 클린턴, 예이츠, 웨스트체스터, 

올버니, 리치몬드, 스카일러, 킹스, 서퍽, 뉴욕, 더치스, 설리번, 얼스터, 이리, 오렌지, 

렌셀러 카운티에서는 유지되며 뉴욕주는 아직 이 지역의 새로운 코로나 19 감염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정상화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 특정한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카운티 및 지역의 활동을 재개하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웨스턴 뉴욕의 공중보건 



 

 

및 정상화 전략을 조율하고, Robert Duffy 전 부지사는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의 

공중보건과 정상화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 특별 고문으로 자원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오늘 백악관의 Trump 대통령과 만나 검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코로나 19 신규 감염률이 계속 완화되어,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과 신규 감염률이 신규 확진 사례가 급증할 심각한 위험을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선별적 수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절대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용 능력과 소모품을 

확보하도록 모든 지역의 병원과 의료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4,178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51,690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51,690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704  17  

Allegany  30  0  

Broome  205  6  

Cattaraugus  35  1  

Cayuga  36  0  

Chautauqua  25  0  

Chemung  75  2  

Chenango  79  1  

Clinton  51  0  

Columbia  113  2  

Cortland  25  0  

Delaware  49  0  

Dutchess  2,331  47  

Erie  2,147  38  

Essex  21  1  

Franklin  13  0  

Fulton  27  0  

Genesee  121  2  

Greene  87  1  

Hamilton  3  0  



 

 

Herkimer  50  1  

Jefferson  54  0  

Lewis  9  0  

Livingston  39  0  

Madison  106  0  

Monroe  1,070  16  

Montgomery  37  2  

Nassau  31,079  402  

Niagara  260  5  

NYC  139,325  2,519  

Oneida  284  5  

Onondaga  514  5  

Ontario  72  1  

Orange  6,561  79  

Orleans  53  7  

Oswego  49  1  

Otsego  49  0  

Putnam  605  6  

Rensselaer  183  6  

Rockland  9,568  111  

Saratoga  257  3  

Schenectady  273  4  

Schoharie  20  0  

Schuyler  7  0  

Seneca  18  0  

St. Lawrence  120  10  

Steuben  170  3  

Suffolk  28,154  492  

Sullivan  555  11  

Tioga  37  0  

Tompkins  119  0  

Ulster  893  16  

Warren  102  1  

Washington  68  3  



 

 

Wayne  51  1  

Westchester  24,656  350  

Wyoming  36  0  

Yates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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