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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밸리가 오늘 재개 2단계에 진입한다고 발표  

  

롱아일랜드는 내일 2단계에 진입  

  

지역별 코로나19 검사 결과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일일 지표 대시보드 공개  

  

뉴욕주, Sean Penn 맟 코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11개의 검사소 설치  

  

뉴욕주의 코로나19 검사소는 800개 이상  

  

주정부는 메트로 노스에 천마스크 50만 장, 손 세정제 1만 갤런 및 2온스 병 10만 개를 

제공  

  

현재까지 뉴욕주 클린 손 소독제 400만 병을 주 전역에 배포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683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79,482건으로 증가했으며 40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미드 허드슨 밸리가 오늘 재개 2단계에 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6월 10일 내일 재개 2단계에 진입합니다. 2단계 재개를 

위한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는 주지사 또한 뉴욕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 및 카운티별로 코로나19 일일 검사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보완하기 위한 일일 검사 결과 

대시보드를 공개했습니다.  

  

주지사는 Sean Penn 및 지역사회 조직 구호 노력 단체인 코어(Community Organized 

Relief Effort, CORE)와 협력하여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11개의 

검사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어는 위기의 영향을 받거나 취약한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정부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러한 뉴욕시 주요 지역의 코로나19의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 

https://forward.ny.gov/phase-two-industrie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58b6eee-39a88935-658997db-0cc47aa8c6e0-726c35f9dd502bbe&q=1&e=ca65fd54-9b6e-4fd1-83db-e8833a41f206&u=https%3A%2F%2Fwww.coreresponse.org%2Fcovid19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는 800개 이상의 코로나19 검사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장소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coronavirus.health.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메트로 노스(Metro North)에 천마스크 50만 장, 손 세정제 1만 갤런 및 

2온스 병 10만 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손 세정제 사용, 데칼 지침을 포함한 승차 시의 지침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현재까지 주 전역에 뉴욕주 클린(NYS Clean) 손 세정제를 

400만 병 이상 무료로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모든 지역은 이제 재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뉴욕 주민들은 잘 통솔되었고 현명하였으며 전염병 

관련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해낸 일은 국제적인 성공 

사례이며, 최악의 상황을 겪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 노멀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어의 공동 창립자인 Sean Pe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맞서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은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코어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유색인종, 저소득층 및 바이러스에 의해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683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379,48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79,48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983  5  

Allegany  51  0  

Broome  627  3  

Cattaraugus  95  0  

Cayuga  102  1  

Chautauqua  103  2  

Chemung  138  1  

Chenango  135  0  

Clinton  97  0  

https://coronavirus.health.ny.gov/


 

 

Columbia  414  0  

Cortland  42  0  

Delaware  86  1  

Dutchess  4,016  10  

Erie  6,595  64  

Essex  40  1  

Franklin  23  0  

Fulton  228  1  

Genesee  210  2  

Greene  248  1  

Hamilton  5  0  

Herkimer  125  1  

Jefferson  79  1  

Lewis  20  0  

Livingston  121  0  

Madison  331  4  

Monroe  3,243  40  

Montgomery  100  0  

Nassau  40,980  33  

Niagara  1,125  9  

NYC  207,693  340  

Oneida  1,185  15  

Onondaga  2,427  19  

Ontario  222  1  

Orange  10,533  10  

Orleans  257  1  

Oswego  115  0  

Otsego  75  0  

Putnam  1,280  1  

Rensselaer  505  2  

Rockland  13,353  13  

Saratoga  511  7  

Schenectady  715  3  

Schoharie  54  0  



 

 

Schuyler  12  0  

Seneca  61  0  

St. Lawrence  209  0  

Steuben  252  1  

Suffolk  40,426  49  

Sullivan  1,418  1  

Tioga  134  0  

Tompkins  171  0  

Ulster  1,724  3  

Warren  257  0  

Washington  240  0  

Wayne  126  1  

Westchester  34,035  35  

Wyoming  91  1  

Yates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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