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 년 3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OVID-19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뉴욕에 위치한 네 곳의 임시 병원 

부지에 대한 육군공병의 권고 수용  

  

뉴욕주는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 대학교 웨스트베리, 웨스터체스터 

카운티 센터, Jacob K. Javits 센터에서 공병이 건설 투입 준비 완료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은 Javits 센터 내에 장비와 인력을 완비한 250 병실 규모의 시설 

네 개를 연방 병원을 건설 예정이라고 발표  

  

주정부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600 병실 규모의 요양원 시설을 임대하여 임시 병원으로 

변환  

  

연방 정부에 즉시 방어 생산법을 이행하여 의료 공급망 국유화할 것을 촉구  

  

연방 정부에 부양 자금을 개인, 주정부, 지역 정부 및 기업에 개인, 주 및 지방 정부 및 

기업에 우선 지급하여 납세자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만들 것을 촉구  

  

화요일에 약물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험 시행을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70,000회분, 지트로맥스 10,000회분, 클로로퀸 750,000회분 확보  

  

식품의약국에 COVID-19 항체에 대한 혈청 검사를 즉시 승인하도록 촉구  

  

보건부 비상 명령에 따라 모든 병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0 퍼센트 확대를 목표로 최소 

50 퍼센트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  

  

3월 25일 수요일을 기하여 모든 선택적, 비필수 수술 취소  

  

뉴욕시에 24시간 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준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  

  

뉴욕주는 4,812건의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 사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 총 15,168건으로 증가했으며 31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VID-19전염병으로 인한 급박한 병원 수용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에 있는 네 개의 임시 병원 현장에 대한 육군공병(Army 

Corps of Engineers)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지사는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 뉴욕 주립 대학교 웨스트버리(SUNY Old Westbury), 웨스트체스터 컨벤션 

센터(Westchester Convention Center) 등 네 곳의 부지를 어제 방문했으며, 뉴욕주는 

육군공병이 즉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 부지에 위치한 병원은 야외 텐트 지원을 제공하는 실내 시설로 건설되며, 

캠퍼스의 기숙사는 의료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머무르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육군공병이 건설할 임시 병원과 별도로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Javits 센터 내에 네 

개의 추가 연방 병원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개의 연방 병원은 각각 

250개의 병상을 보유하며, 연방 정부가 인력과 장비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임시 병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치료 시설의 용도 개선 

부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토요일 브루클린 재활 

및 의료 센터(Brooklyn Health Center for Rehabilitation and Healthcare)를 임대하여 

최대 600개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즉시 방어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시행하여 의료 용품의 계약 및 매입 국유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마스크, 

장갑, 가운, 환기구를 포함한 의료 용품 및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주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병원과 주정부가 물자 확보를 

위해 다른 병원 및 주정부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방 생산법이 시행된다면 연방 

정부는 민간 기업에 이러한 필수 물품을 모든 주를 위해 제조하도록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에 개인, 주정부, 지방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부양 기금 지급을 

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기업에 

지급하는 자금이 납세자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기업의 성공은 

납세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약 실험을 실시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70,000 회분, 지트로맥스 10,000 회분, 클로로퀸 750,000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COVID-19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를 즉시 승인하도록 촉구했으며, 이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및 회복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근무지로 복귀하여 병원 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모든 병원에 수용 가능 인원 확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뉴욕주 보건부 비상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 가능 인원 100 

퍼센트 확대 목표로 최소 50 퍼센트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3월 25일 수요일을 기하여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선택적, 

비필수 수술을 취소하고 수용 가능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뉴욕시를 방문한 후, 주지사는 공원 및 기타 공공 장소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4시간 내에 주정부의 

검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직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뉴욕 주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재정적 구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병원의 역량과 보급품을 늘리고 뉴욕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병원 

시설의 신속한 승인 및 실행, 의료용품 매입 국유화, 개인 부양 자금 지급 우선순위화를 

촉구합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한 지금, 빠른 대처가 중요하며 매분 매초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며, 미국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저는 뉴욕이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4,812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는 총 15,168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5,168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23  35  

Allegany  2  0  

Broome  3  1  

Chenango  3  1  



 

 

Clinton  4  0  

Columbia  5  3  

Cortland  1  1  

Delaware  3  2  

Dutchess  82  33  

Erie  54  16  

Essex  3  1  

Fulton  1  0  

Genesee  1  0  

Greene  2  0  

Hamilton  2  0  

Herkimer  4  1  

Jefferson  1  0  

Livingston  2  0  

Madison  1  1  

Monroe  57  15  

Montgomery  3  0  

Nassau  1,900  667  

Niagara  6  2  

New York City  9,045  2,832  

Oneida  5  1  

Onondaga  29  12  

Ontario  6  2  

Orange  247  84  

Putnam  37  15  

Rensselaer  26  6  

Rockland  455  193  

Saratoga  41  6  

Schenectady  39  7  

Schoharie  1  0  

St. Lawrence  1  1  

Steuben  3  1  

Suffolk  1,034  373  

Sullivan  16  4  

Tioga  1  0  

Tompkins  13  2  



 

 

Ulster  26  8  

Warren  1  0  

Washington  1  0  

Wayne  3  0  

Westchester  1,873  486  

Wyoming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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