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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TRUMP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포괄적인 연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Trump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주지사는 COVID-19의 영향을 늦추고
완화하기 위한 검사, 하교 폐쇄, 병원 급증 수용량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 전략 촉구

위험 지역인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뉴욕시, 서퍽, 나소의 비필수 주 노동자들은 2주간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지시
주지사는 Janet DiFiore 수석 판사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제한하는 등 법원 시스템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 총장 Jim Malatras에게 학교 폐쇄에
대비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겨
차량관리부에 대인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약속으로만 이동하도록 지시
뉴욕주, 69건의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사례 확인 - 주 전체의 총 729건, 9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rump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COVID-19를 퇴치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방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학교 폐쇄 및 병원 급증 수용량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전략 개발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Trump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대통령에게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를 배치하여 전문 지식,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군사 기지
또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기존 시설을 개조 및 장비하여 임시 의료 센터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주들이 양성
사례를 더 빨리 식별 및 격리하기 위한 시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실과
방법을 인증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도시와 주가 상공업과

학교를 폐쇄하거나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균일한 연방 표준을
요구했습니다.
주지사는 현재 위험 지역인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뉴욕시, 서퍽, 나소의 필수적이지 않은
주 노동자들에게 2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사람 간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서만
이동하고 회선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시행된 연장 시간이 아니라 정규 시간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Janet DiFiore 수석 판사에게 형사 사법 제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한하는 등 법원 시스템의 밀집도를 낮추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Empire State College) 총장인 Jim Malatras에게 학교 폐쇄 준비를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여기에는 식량이 부족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이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속도로 늦추는 것이며, 적극적인 검사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절차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며,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방
정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Trump 행정부는 검사를 현지화하고, 폐쇄를 통합하고, 육군
공병대에 과업을 맡겨 병원 수용량을 확장하십시오. 다시 한번, 현재의 불안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또한 오늘 69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의 확진 사례가 총 729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총 729명의 환자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8(3건 추가)
브룸 카운티: 1
델라웨어 카운티: 1
더치스 카운티: 7(3건 추가)
이리 카운티: 3
그린 카운티: 2(2건 추가)
허키머 카운티: 1
먼로 카운티: 2
몽고메리 카운티: 1(1건 추가)
나소 카운티: 98(5건 추가)
뉴욕시: 329(29건 추가)

오렌지 카운티: 6
퍼트넘 카운티: 2(2건 추가)
록랜드 카운티: 13
사라토가 카운티: 3
스키넥터디 카운티: 2
서퍽 카운티: 47(6건 추가)
티오가 카운티: 1
톰킨스 카운티: 1
얼스터 카운티: 5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96(18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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