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주의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을 늘리기 위한 

행정 명령 발령  

  

주정부는 9,000 명 추가 수용을 목표로 주 방위군, 건물 조합 및 민간 개발업자를 

조직하여 기존 건물을 개조하고 의료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장소 모색 예정  

  

주 전역에서 주정부 공무원 중 필수 근무 인원이 아닌 사람에게 내일부터 자택 근무 지시  

  

지방 정부에 인력을 50 퍼센트 줄이고 불필요한 직원의 자택 근무를 허용하도록 지시  

  

뉴욕시, 나소, 서퍽, 웨스트체스터, 록랜드는 자정까지 보육, 교육 서비스, 식사 

프로그램을 세우고 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스태튼 아일랜드와 록랜드 카운티에 뉴욕시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모바일 검사 시설을 

개장  

  

뉴욕주는 주정부, 지방, 카운티 공원의 모든 공원 비용 면제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주정부가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을 늘려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COVID-19) 환자 수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9,000명 수용 공간 추가를 목표로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조직하고 건물 

조합 및 민간 개발자와 협력하여 기숙사와 과거 양로원 건물 등 가장 손쉽게 의료 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존 시설을 찾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지방 정부,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의 지방 정부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또한 기존 병원의 공간과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회장인 Ken 

Raske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회장인 Michael Dowling에게 병원 수용 인원 

확대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이끌도록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순위 과제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괴력을 가진 바이러스와 맞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전역의 

병원 수용 가능 인원 수를 조정 및 확대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하여 우리의 의료 시설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의 대폭 증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피해에 대비하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주 전역의 주정부 공무원 중 필수 근무 인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일부터 

자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지방 정부에 전체 근무 인원을 50 퍼센트 

줄이고 필수 근무 인원이 아니라면 자택근무를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웨스트체스터, 뉴욕시, 나소, 서퍽의 학교를 폐쇄하라는 주지사의 지시에 이어, 

Cuomo 주지사는 오늘 밤 자정까지 보육 및 식사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하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주, 지방, 카운티 공원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록랜드 카운티에 드라이브 스루 모바일 검사 시설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시설은 뉴욕시의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시설입니다. 3월 13일에 문을 연 뉴 로셸 모바일 검사 센터의 성공 사례에 이어 이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모바일 검사 시설을 통해, 아프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이번 주까지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이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Max Ros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이미 

입증된 방법이며, 스태튼 아일랜드를 뉴욕시 첫 번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 우리와 

협력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조치가 바로 우리 지역구 주민이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저는 계속해서 주지사와 협력하여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뉴욕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식료품, 주유소, 약국, 의료 시설 등 필수 서비스와 사업체만이 저녁 8시 

이후 영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Cuomo 주지사,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Ned Lamont 코네티컷 주지사는 사회 여가 모임 최대 인원을 일괄 



 

 

50명으로 제한하고 레스토랑 및 술집의 현장 운영을 임시 중단하는 등 세 곳의 주 

전역에서 COVID-19 퇴치를 위한 지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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