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5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저소득층 지역사회 및 유색 

지역사회의 검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  

  

주정부는 노스웰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수자가 많은 지역사회의 교회에 24개의 임시 

검사 장소를 설치  

  

주의 진단 및 항체 조사 결과와 코로나19로 새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 유색 지역사회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뉴욕시 지역 1,300명 이상의 운송 근로자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14.2%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2,715건을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33,122건으로 증가했으며 48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유색 지역사회의 검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어 주의 

다운스테이트 검사 장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뉴욕 다운스테이트 소재 소수자 

지역사회 교회에 24개의 임시 검사 장소를 먼저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진단 검사 및 항체 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소수자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15,000명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주 전체 항체 검사 조사 결과, 유색 지역사회에서 감염률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새로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한 주의 포괄적인 조사 결과, 유색 지역사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이 있는 21개 우편번호 지역 중 20개 

지역에서 평균 흑인 및/또는 라틴계 인구보다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두 지역사회인 브루클린과 브롱크스의 조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색 

지역사회는 소득 또한 낮으며, 코로나19 입원 및 감염률이 뉴욕시 전체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날의 검사 확대 이니셔티브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전의 주정부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정부는 레디 리스폰더스(Ready Responders)와 제휴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를 뉴욕시 공공 주택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면 마스크 100만 개와 손 

소독제 10,000갤런을 공공 주택에 제공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 지역의 운송 노동자 1,300명 이상에게 항체 검사 조사를 실시한 예비 

결과, 일반 인구의 19.9%에 비해 이들은 14.2%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해와 비상사태를 살펴볼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며,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수자 지역사회가 가장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옳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 사이클을 깨고 실제로 이러한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노스웰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수 민족이 많은 지역사회 

교회에 검사 장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일해 온 의회 

파트너들과 교회 그룹들에 감사드립니다."  

  

노스웰 헬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Michael Dowl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색 

지역사회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감안할 때,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방지 및 기본적인 손 

위생뿐 아니라 검사는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스웰은 

Cuomo 주지사 및 뉴욕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여 도시 및 롱아일랜드 

전역의 교회에 항체 및 진단 검사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인 영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주지사의 리더십 및 협력 의지 

덕분에 예배 장소 및 종교 지도자들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뢰성과 진실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더라도, 모든 이가 이 사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색 지역사회가 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 이니셔티브는 Nydia 

Velázquez, Yvette Clarke, Greg Meeks, Adriano Espaillat 등 대표단의 위대한 구성원과 

같이 제가 대표하는 유색 지역사회의 고비를 넘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Yvette D. Clark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흑인과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은 제 중앙 남부 브루클린 지역구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더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검사 접근성은 특히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자 지역사회가 양질의 건강 관리 및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며, 저는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및 소수자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함께함으로써 

바이러스와 싸우고 뉴욕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715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33,12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33,12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416  32  

Allegany  35  0  

Broome  372  8  

Cattaraugus  60  1  

Cayuga  53  1  

Chautauqua  40  0  

Chemung  131  1  

Chenango  109  4  

Clinton  76  2  

Columbia  304  0  

Cortland  29  0  

Delaware  63  0  

Dutchess  3,319  42  

Erie  4,337  82  

Essex  31  0  

Franklin  17  0  

Fulton  104  1  

Genesee  170  1  

Greene  204  5  

Hamilton  5  0  

Herkimer  77  1  

Jefferson  67  1  

Lewis  11  1  

Livingston  101  1  

Madison  250  1  

Monroe  1,775  40  

Montgomery  66  2  



 

 

Nassau  38,028  216  

Niagara  627  22  

NYC  183,289  1,506  

Oneida  638  18  

Onondaga  1,218  49  

Ontario  104  0  

Orange  9,486  84  

Orleans  122  1  

Oswego  75  3  

Otsego  67  0  

Putnam  1,080  6  

Rensselaer  407  27  

Rockland  12,400  51  

Saratoga  399  11  

Schenectady  571  13  

Schoharie  46  1  

Schuyler  7  0  

Seneca  48  2  

St. Lawrence  187  0  

Steuben  226  1  

Suffolk  36,461  238  

Sullivan  1,071  32  

Tioga  104  5  

Tompkins  132  1  

Ulster  1,440  11  

Warren  202  3  

Washington  204  3  

Wayne  79  0  

Westchester  31,087  182  

Wyoming  75  2  

Yates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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