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U.S. 오픈이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팬 없이 개최된다고 발표  

  

병원 및 대용 수용 시설의 방문객 허용 가능  

  

글로벌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주도 지역의 내일 3단계 진입을 승인  

  

주 전체 항체 검사 연구 결과, 인구의 13.4%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  

  

주정부는 현재까지 30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어제 실시한 코로나 검사의 1.05%만 양성 진단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631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384,575건으로 증가했으며 38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U.S. 오픈(U.S. Open)이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팬 없이 퀸즈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테니스 협회(US Tennis 

Association, USTA)는 강력한 검사, 추가 청소, 추가 사물함 공간, 전용 주택 및 운송 등 

선수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예방 조치를 더 취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병원과 대용 수용 시설이 재량에 따라 방문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문자를 허용하기로 선택한 모든 시설은 방문 시간 제한, 방문자가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 지침을 

따라야 하며 증상 및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프로그램은 5월에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병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안전한 방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주 전역의 병원은 이제 방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에서 인증한 대용 

수용 시설은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 지침을 준수하고 발달 장애인 사무국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는 경우 금요일부터 방문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양로원 방문객은 아직 

금지됩니다.  

  



 

 

주지사는 글로벌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6월 17일 내일 주도 지역이 3단계에 진입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재개 계획의 3단계에 대한 비즈니스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해낸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치는 매우 좋아졌고, 오늘 우리는 U.S. 오픈이 

이번 8월에 팬 없이 퀸즈에서 열릴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하며 미국 테니스 협회는 선수들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뉴욕주민에게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Mike Dowse 미국 테니스 협회 최고 경영자 겸 총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가 미국 테니스협회 Billie Jean King 국립 테니스 센터(Billie 

Jean King National Tennis Center)에서 2020 US 오픈 및 2020 웨스턴 엔 서던 

오픈(Western & Southern Open)을 주최할 계획을 승인하여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적인 시기에 첫 번째 글로벌 스포츠 행사 중 하나를 개최하는 엄청난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모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팬들에게 테니스 선수들이 US 오픈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테니스를 이상적인 사교 운동 스포츠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뉴욕시와 전체 테니스 

운동계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가 현재까지 30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 실시한 60,568건의 검사 중 631건, 즉 1.05%만이 확진 사례였습니다.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확진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New York City  1.40%  1.30%  1.20%  

Capital Region  0.60%  0.70%  0.70%  

Central New York  0.60%  1.30%  1.40%  

Finger Lakes  0.90%  0.40%  0.60%  

Long Island  0.90%  0.90%  1.00%  

Hudson Valley  1.00%  1.00%  1.00%  

Mohawk Valley  1.40%  0.70%  1.40%  

North Country  0.20%  0.00%  0.20%  

Southern Tier  0.40%  0.50%  0.20%  

Western New York  1.10%  1.40%  1.00%  

  

https://forward.ny.gov/phase-three-industries


 

 

주지사는 또한 6주 동안 주 전역에 걸쳐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5월 1일부터 실시한 주 전체 항체 검사 연구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12.3%에 비해 인구의 13.4%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늘 63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384,57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384,575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2,026  4  

Allegany  55  0  

Broome  656  1  

Cattaraugus  107  1  

Cayuga  106  0  

Chautauqua  108  1  

Chemung  138  0  

Chenango  139  1  

Clinton  99  1  

Columbia  442  3  

Cortland  42  0  

Delaware  88  0  

Dutchess  4,075  7  

Erie  6,852  35  

Essex  40  0  

Franklin  25  0  

Fulton  236  1  

Genesee  213  0  

Greene  252  1  

Hamilton  6  0  

Herkimer  128  0  

Jefferson  81  0  

Lewis  20  0  

Livingston  123  0  

Madison  336  1  



 

 

Monroe  3,402  22  

Montgomery  104  0  

Nassau  41,290  50  

Niagara  1,171  2  

NYC  21,0591  332  

Oneida  1,301  21  

Onondaga  2,545  14  

Ontario  234  1  

Orange  10,580  7  

Orleans  268  0  

Oswego  139  13  

Otsego  81  1  

Putnam  1,292  1  

Rensselaer  514  0  

Rockland  13,460  19  

Saratoga  522  5  

Schenectady  735  3  

Schoharie  54  0  

Schuyler  12  0  

Seneca  64  0  

St. Lawrence  215  0  

Steuben  257  1  

Suffolk  40,738  46  

Sullivan  1,433  1  

Tioga  140  1  

Tompkins  173  0  

Ulster  1,742  1  

Warren  257  0  

Washington  243  0  

Wayne  134  1  

Westchester  34,358  31  

Wyoming  93  1  

Yates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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