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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제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브루클린 레드존이 오렌지 

경고 구역으로 전환  

  

이리, 먼로, 오논다가 카운티의 새로운 노란색 예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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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및 입원율을 포함한 자료 기준을 기반으로 

브루클린의 레드존은 오렌지 경고 존으로 전환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리, 먼로 및 

오논다가 카운티에 새로운 오렌지 예방 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과 전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가을과 겨울에도 감염률이 전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예후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얻고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검사와 표적 제한을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감염률 증가를 관리합니다. 모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존은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치이며, 제한을 늘리고 집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은 증가율을 확인하면, 그 작은 

증가율에 대처합니다. 그리고 수치는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명함을 

유지하고 규칙을 준수한다면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두가 강한 

뉴욕(New York Tough)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집중 구역 변경  

  

브루클린 - 레드존을 오렌지 경고 구역으로 변경  

  

지난주 브루클린의 레드존은 진행 상황에 따라 50% 크기로 감소했습니다. 지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제어하는 지속적인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이 구역은 

오렌지로 전환되어 많은 사업체들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집중 구역  

  

이리 카운티 - 신규 옐로우 예방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rieZonesOnly_11_9_2020.pdf


 

 

  

지난 10일 동안 이리 카운티의 일부는 7일 평균 확진율이 2.5%를 초과했으며, 10만 

명당 사례와 새로운 일일 병원 입원이 증가하여 옐로우존 지정에 대한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먼로 카운티 - 신규 옐로우 예방 구역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지난 10일 동안 먼로 카운티의 일부는 7일 평균 확진율이 3%를 초과했으며, 10만 명당 

사례와 새로운 일일 병원 입원이 증가하여 옐로우존 지정에 대한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 신규 옐로우존 - 지도는 여기를 클릭  

  

지난 10일 동안 오논다가 카운티의 일부는 7일 평균 확진율이 3%를 초과했으며, 10만 

건당 사례와 새로운 일일 병원 입원이 증가하여 옐로우존 지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주민에게 옐로우존 제한은 대량 모임에 25명의 최대 수용 인원을 

포함하며 식사 동안 테이블에 최대 4명과 학교의 대면 학생 및 교수진에 대한 매주 

20%의 검사를 포함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옐로우 예방 구역에 위치한 바와 

레스토랑은 자정에 마감해야 합니다.  

  

주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에 따라 모든 집중 구역 확진율은 4.32%이고 집중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율은 2.69%입니다. 집중 구역 내에서 어제 8,899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384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중 구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기타 지역에서 102,517건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 2,760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최근 7일 연속 평균, 마지막 2주에 보고된 전체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 구역  
10/18~10/24 

확진율 %  

10/25~10/31 

확진율 %  

11/1~11/7 

확진율 %  

최근 

7일 

연속 

평균  

그저께  

(11/7) %  

확진율 %  

어제  

(11/8) %  

확진율 %  

퀸즈 큐 가든 

힐즈/포레스트 

힐즈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40%  2.65%  2.96%  3.12%  3.73%  4.14%  

록랜드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3.65%  4.08%  2.96%  2.77%  2.43%  2.20%  

오렌지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2.64%  2.37%  1.96%  1.74%  1.47%  0.74%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MonroeZonesOnly_11_9_202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nondagaZonesOnly_11_9_2020.pdf


 

 

브룸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6.39%  6.00%  4.13%  4.24%  3.05%  7.27%  

스튜벤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4.42%  4.99%  3.21%  2.77%  2.44%  0.88%  

셔멍 오렌지존 

집중 구역 

확진율 %  

8.36%  5.52%  6.45%  5.62%  2.95%  2.11%  

웨스트체스터 

옐로우존 집중 

구역 확진율 %  

4.25%  6.23%  7.53%  7.57%  8.33%  8.09%  

주 전역 집중 구역 

확진율 %  
3.58%  3.57%  3.43%  3.47%  3.72%  4.32%  

모든 집중 구역 

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31%  1.54%  1.95%  2.07%  2.35%  2.82%  

모든 집중 구역 

불포함 뉴욕주 

전체 확진율 %  

1.06%  1.34%  1.81%  1.94%  2.23%  2.69%  

  
  

오늘의 자료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입원 환자 - 1,444명(+48)  

• 신규 입원 환자 - 185명  

• 병원 카운티 - 47개  

• 중환자 - 282명(-13)  

• 삽관 중환자 - 125명(-6)  

• 총 퇴원 - 80,764명(+118)  

• 사망 - 26명  

• 총 사망 - 25,973명  

  

지난 3일간 보고된 각 지역의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REGION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Capital Region  1.7%  1.1%  2.0%  

Central New York  2.6%  2.6%  3.2%  

Finger Lakes  3.2%  3.5%  4.8%  

Long Island  2.5%  2.6%  3.4%  

Mid-Hudson  2.5%  2.8%  3.7%  



 

 

Mohawk Valley  1.5%  1.1%  1.9%  

New York City  1.8%  2.2%  2.5%  

North Country  1.6%  1.7%  2.2%  

Southern Tier  1.2%  1.3%  0.7%  

Western New York  4.3%  4.8%  5.3%  

  

지난 3일간 보고된 각 뉴욕시 자치구의 확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Bronx  2.0%  3.2%  2.7%  

Brooklyn  1.8%  1.9%  2.5%  

Manhattan  1.3%  1.7%  1.9%  

Queens  2.1%  2.3%  2.7%  

Staten Island  3.0%  2.9%  3.8%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532,180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4,095  46  

Allegany  471  2  

Broome  4,032  29  

Cattaraugus  611  6  

Cayuga  549  16  

Chautauqua  1,118  4  

Chemung  2,135  9  

Chenango  468  8  

Clinton  303  2  

Columbia  812  11  

Cortland  656  9  

Delaware  246  8  

Dutchess  5,839  49  

Erie  15,216  228  

Essex  216  0  

Franklin  140  4  

Fulton  375  2  

Genesee  495  17  

Greene  558  3  

Hamilton  20  1  

Herkimer  449  2  

Jefferson  277  9  

Lewis  185  5  



 

 

Livingston  408  2  

Madison  658  6  

Monroe  8,957  133  

Montgomery  296  0  

Nassau  51,895  213  

Niagara  2,392  38  

NYC  272,375  1,156  

Oneida  3,121  39  

Onondaga  6,576  85  

Ontario  829  7  

Orange  14,465  96  

Orleans  450  8  

Oswego  787  29  

Otsego  449  5  

Putnam  1,978  30  

Rensselaer  1,213  15  

Rockland  18,995  85  

Saratoga  1,553  12  

Schenectady  1,733  17  

Schoharie  124  2  

Schuyler  186  3  

Seneca  182  6  

St. Lawrence  493  13  

Steuben  1,229  4  

Suffolk  51,052  324  

Sullivan  1,900  6  

Tioga  846  10  

Tompkins  707  5  

Ulster  2,647  21  

Warren  485  2  

Washington  382  2  

Wayne  676  13  

Westchester  42,454  275  

Wyoming  250  4  

Yates  171  8  

  

어제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 26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25,973명입니다. 거주 카운티별 지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별 사망자  

카운티  신규 사망자  

Broome  1  



 

 

Cattaraugus  1  

Erie  3  

Kings  3  

Manhattan  1  

Oneida  1  

Onondaga  2  

Orange  2  

Queens  4  

Rockland  1  

Tioga  3  

Wayne  2  

Westchester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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