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1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집중 구역에 대한 최신 소식 발표  

  

코로나 전염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퀸즈 브루클린의 파 로커웨이, 록랜드,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역 변경  

  

큐 가든스/포레스트 힐즈, 브룸, 스튜벤, 셔멍 카운티 등 퀸즈에서 구역 변경 없음  

  

포트 체스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황색 예방 구역 신규 지정  

  

공휴일 전 SUNY 전 캠퍼스에서 현장 학생 검사 실시, 사립 대학에도 유사한 계획 시행 

요청  

  

모든 집중 구역의 확진율은 3.16%, 모든 집중 구역 외 뉴욕주 확진율은 1.84%  

  

주 전체 확진율은 1.99%  

  

18명이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집중 구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브루클린의 레드 존 집중 구역은 확진율 감소 및 일부 

지역의 신규 일간 확진 사례를 반영하여 새롭게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및 

입원률 등 데이터 지표를 기반으로 퀸즈의 파 로커웨이 황색 예방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록랜드 카운티의 적색 존 집중 구역은 주황색 경고 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오렌지 

카운티의 주황색 구역은 황색 예방 구역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큐 가든스/포레스트 힐스, 

브룸, 스튜벤, 셔멍 카운티 등 퀸즈의 집중 구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새로운 황색 예방 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는 추수 감사절을 위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직접 

학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남은 학기 동안 자택에 머물게 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에 위치한 사립 대학에도 비슷한 계획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 다른 시기의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주간 이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가을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극적으로 늘어나는 전국 및 전 세계적 추세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코로나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뉴욕주가 직면한 

문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확진율 감소에 대응하여 일부 소규모 

집단감염 구역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리, 먼로, 오논다가 카운티 등에서 우리는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말 선출직 공무원들과 논의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을 설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 상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을 세부 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말 

논의를 하고자 하며, 이후 월요일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높은 

확진율을 보이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이니아보다 낮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집중 구역 변경  

  

브루클린 - 적색 구역 변경 및 신규 황색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10월 초부터 브루클린의 적색 구역의 확진율은 5.9%에서 3.1%로 하락했습니다. 

확진사례 발생 빈도 데이터를 비롯한 확진율이 높은 지역 및 감소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브루클린의 적색 구역은 변경된 황색 완충 구역을 포함하는 작은 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퀸즈 - 파 로커웨이 - 황색 구역 해제  

  

해당 구역의 확진율은 10일 기준 1%~2%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자 수 및 일간 

신규 확진 사례 수치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해제되나 확진 사례는 계속 

모니터링됩니다.  

  

록랜드 카운티 - 적색 구역에서 주황색 예방 구역으로 변경, 황색 완충 구역 유지 - 지도는 

여기를 클릭  

  

10월 초부터 록랜드 적색 구역의 확진율은 9.8%에서 3.6%로 낮아졌으며, 이에 적색 

구역에서 주황색 경고 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황색 완충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 적색 구역에서 황색 구역으로 변경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오렌지 카운티의 경고 집중 구역은 3% 미만의 확진율을 유지하며 병원 입원률ㅇ이 

줄어들어 황색 예방 구역 전환을 위한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완충 구역은 해제됩니다.  

  

변경 없는 집중 구역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oklyn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ockland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range_New_Zones_11_03_2020.pdf


 

 

퀸즈 - 큐 가든스/포레스트 힐즈 - 지도는 여기를 클릭: 해당 구역의 확진율은 현재 

2.69%(7일 연속 평균)이며 10일 동안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역 변경이 

없습니다.  

  

브룸 카운티 - 지도는 여기를 클릭: 황색 예방 구역은 변경 없습니다(현재 7일 확진율 

4.05%, 10일 전 7.44%보다 하락)  

  

스튜벤 카운티 - 지도는 여기를 클릭: 황색 예방 구역은 변경 없습니다(현재 7일 확진율 

4.15%, 10일 전 6.22%보다 하락)  

  

셔멍 카운티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주황색 경고 구역은 변경 없습니다(현재 7일 확진율 

6.84%, 10일 전 8.02%보다 하락)  

  

신규 집중 구역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신규 황색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코네티컷 주 경계선을 따라 위치한 포트 체스터는 평균 확진율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확진 사례 및 입원자 수가 증가하여 황색 구역 지정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뉴욕주 포트 체스터의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웨스터체스터 카운티 보건부(Westchester County Department of 

Health) 오픈 도어 가족 의료 센터(Open Door Family Medical Center)는 아래의 새로운 

검사소에서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려면 다음 링크 

https://apps.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11900360를 

클릭하거나 914-995-742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오픈 도어  

5 Grace Church Street  
Port Chester, NY 10573  
  

11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지사는 주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에 따라 모든 집중 구역 확진율이 3.16%이고 집중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율은 1.84%라고 밝혔습니다. 집중 구역 내에서 어제 

19,084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604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중 구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기타 지역에서 141,621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2,605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최근 7일 연속 평균, 마지막 2주에 보고된 전체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Queens_North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ome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euben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hemung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estchester_New_Zones_11_03_2020.pdf
https://apps.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119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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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레드존 

집중 구역 

확진율 %  

5.86%  5.29%  4.44%  4.14%  
3.08

%  
2.96%  2.90%      

브루클린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1.36%  1.93%  2.38%  2.68%  
2.63

%  
3.06%  2.84%      

퀸즈 큐 

가든 

힐즈/포레

스트 힐즈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27%  2.03%  2.40%  2.68%  
2.69

%  
2.68%  3.20%      

퀸즈 파 

로커웨이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71%  2.70%  2.00%  2.16%  
2.12

%  
1.63%  1.93%      

록랜드 

레드존 

집중 구역 

확진율 %  

9.77%  4.54%  3.65%  4.33%  
3.58

%  
3.81%  2.65%      

오렌지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12.41%  4.62%  2.64%  2.57%  
2.78

%  
0.75%  8.28%      

브룸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3.63%  4.05%  6.39%  4.25%  
4.05

%  
3.47%  4.15%      

스튜벤 

옐로우존 
7.82%  7.52%  4.42%  4.50%  

4.15

%  
3.68%  1.75%      



 

 

집중 구역 

확진율 %  

셔멍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6.49%  7.12%  8.36%  6.10%  
6.84

%  
6.64%  7.33%      

주 전역 

집중 구역 

확진율 %  

3.18%  3.00%  3.27%  3.23%  
3.00

%  
3.04%  3.16%      

모든 집중 

구역 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18%  1.16%  1.31%  1.54%  
1.72

%  
1.86%  1.99%      

모든 집중 

구역 

불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01%  1.06%  1.06%  1.34%  
1.55

%  
1.70%  1.84%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1,321명(+44)  

• 신규 입원 환자 - 202명  

• 병원 카운티 - 45개  

• 중환자 - 285명(+17)  

• 삽관 중환자 - 129명(+1)  

• 총 퇴원 - 80,368명(+143)  

• 사망 - 18명  

• 총 사망 - 25,910명  

  

지난 3일간 각 지역의 양성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Capital Region  1.2%  1.3%  1.7%  

Central New York  2.7%  2.1%  2.5%  

Finger Lakes  2.9%  3.7%  3.2%  

Long Island  1.1%  2.0%  1.9%  

Mid-Hudson  2.5%  2.4%  2.5%  



 

 

Mohawk Valley  0.6%  0.8%  1.2%  

New York City  1.3%  1.6%  1.9%  

North Country  1.9%  0.6%  1.4%  

Southern Tier  1.1%  1.1%  1.0%  

Western New York  3.4%  3.3%  3.3%  

  

지난 3일간 보고된 각 뉴욕시 자치구의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Bronx  1.4%  1.9%  2.2%  

Brooklyn  1.6%  1.7%  2.0%  

Manhattan  0.9%  1.2%  1.0%  

Queens  1.2%  1.6%  2.0%  

Staten Island  2.1%  3.0%  3.5%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522,021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3,942  65  

Allegany  414  25  

Broome  3,927  43  

Cattaraugus  591  9  

Cayuga  496  10  

Chautauqua  1,094  13  

Chemung  2,046  50  

Chenango  449  6  

Clinton  292  4  

Columbia  782  8  

Cortland  622  9  

Delaware  222  9  

Dutchess  5,710  41  

Erie  14,338  215  

Essex  213  1  

Franklin  114  9  

Fulton  372  2  

Genesee  450  9  

Greene  527  4  

Hamilton  19  0  

Herkimer  434  10  

Jefferson  260  11  

Lewis  171  4  



 

 

Livingston  393  18  

Madison  627  11  

Monroe  8,398  161  

Montgomery  292  9  

Nassau  51,164  246  

Niagara  2,274  43  

NYC  268,663  1,203  

Oneida  2,993  47  

Onondaga  6,257  135  

Ontario  778  20  

Orange  14,221  86  

Orleans  429  7  

Oswego  711  22  

Otsego  440  3  

Putnam  1,921  25  

Rensselaer  1,175  14  

Rockland  18,756  73  

Saratoga  1,503  21  

Schenectady  1,687  21  

Schoharie  120  1  

Schuyler  172  6  

Seneca  167  4  

St. Lawrence  461  12  

Steuben  1,176  17  

Suffolk  50,210  177  

Sullivan  1,882  20  

Tioga  792  17  

Tompkins  678  3  

Ulster  2,599  11  

Warren  475  1  

Washington  377  16  

Wayne  639  17  

Westchester  41,720  178  

Wyoming  230  4  

Yates  156  3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 18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25,910명입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별 사망자  



 

 

카운티  신규 사망자  

Allegany  2  

Cayuga  1  

Dutchess  2  

Kings  4  

Nassau  2  

Oneida  2  

Onondaga  1  

Queens  1  

Schenectady  1  

Tioga  1  

Westchester  1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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