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OVID-19 팬데믹으로 JAVITS 센터 임시 병원 장비 및 소모품 초기 

납품을 발표  

  

연방 정부는 뉴욕에 수십만 개의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안면 가리개를 배포  

  

Steve Cohen, Bill Mulrow, Larry Schwartz 전 주지사 비서, 주지사의 COVID-19 

태스크포스 합류, Murrow와 Cohen에게 '뉴욕주 일시중단' 이후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전략인 '뉴욕주 전진' 계획 개발 업무를 맡겨  

  

병원에 수용량을 최소 50% 이상 늘리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수용량 100% 증가 

목표  

  

금융 서비스부, 건강 보험사에 등록 간호사와 의사 수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 주 정부가 

일시적으로 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식품의약국, 동정적 사용을 바탕으로 뉴욕에서 새로운 실험 약물 사용을 승인  

  

뉴욕주, 브롱크스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설 설치, 현재까지 6개 이동 시설 개시  

  

'함께 더 강해지는 뉴욕' 캠페인 개시, 청년들이 전파를 막도록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지사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명인사들이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Robert 

De Niro, Danny DeVito, Ben Stiller, La La Anthony의 영상 보기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5,707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0,875건으로 증가했으며 36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Jacob K. Javits 센터(Jacob K. Javits Center)에 병원 

용품을 초기 납품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여기에 COVID-19 퇴치를 위해 뉴욕의 병원 수용량을 

늘리는 1,000개 병상 규모 임시 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다음 주에 열 예정입니다. 

이는 다운스테이트 뉴욕에 총 4,000병상으로 수용량을 늘리는 임시 병원을 건설하는 

육군공병(Army Corps of Engineers)이 선정한 4개의 부지에 추가됩니다. 연방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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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339,760개의 N-95 마스크, 861,700개의 수술용 마스크, 353,300개의 장갑, 

145,122개의 가운, 197,085개의 안면 가리개를 배치했으며, 이미 Javits 센터에 많은 주 

정부 공급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Steve Cohen, Bill Mulrow, Larry Schwartz 전 주지사 비서가 주지사의 

COVID-19 태스크포스(COVID-19 Task Force)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ulrow와 

Cohen은 뉴욕주 일시중단(NYS on Pause) 행정명령 이후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전략인 

뉴욕주 전진 계획(NYS Forward Plan)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Schwartz는 

주 정부가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입수하도록 돕고 뉴욕의 병원 급증 수용량을 늘리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병원이 수용량을 최소 50% 늘리고 10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병원의 급증 수용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의료 보험사들이 고용한 간호사,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의 수를 공개하도록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해당 고용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시로 현재의 COVID-19 팬데믹 동안 의료 분야에 봉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COVID-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care)을 바탕으로 뉴욕 내 새로운 실험약 

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은 항체 주사를 사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비용을 100%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지사는 3월 20일 금요일에 승인된 뉴욕의 

주요 재해 선언에 따라 연방 정부가 연방 비용 지분을 100%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브롱크스에 드라이브 스루 COVID-19 이동식 검사 시설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브롱크스뿐만 아니라 뉴 로셸, 록랜드 카운티, 스태튼 아일랜드 및 

롱아일랜드의 이동식 검사 센터의 성공을 따릅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동식 검사소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아프거나 감염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의료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뉴욕은 현재 하루에 

16,000명 이상을 검사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으로 다른 어떤 주나 중국 및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고,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도록 촉구하는 

'함께 더 강해지는 뉴욕(NY Stronger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Robert De Niro, Danny DeVito, Ben Stiller, La La Anthony 등의 유명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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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내 청년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과 더 취약한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지사의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또한 주요 기업, 유명인사, 자선 단체의 기부금을 강조하여 주의 공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밀집도를 낮추고 검사를 늘리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다른 

주보다 더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최대한의 급증량을 

처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수용량과 공급 비축품 증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밀집도 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뉴욕시에서 모든 뉴욕 주민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장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5,707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0,875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0,875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27  4  

Allegany  2  0  

Broome  7  4  

Cayuga  2  2  

Chenango  3  0  

Clinton  6  2  

Columbia  10  5  

Cortland  2  1  

Delaware  3  0  

Dutchess  100  18  

Erie  87  33  

Essex  3  0  

Fulton  1  0  

Genesee  1  0  

Greene  4  2  

Hamilton  2  0  

Herkimer  4  0  

Jefferson  2  1  

Livingston  3  1  



 

 

Madison  4  3  

Monroe  76  19  

Montgomery  3  0  

Nassau  2,442  542  

Niagara  10  4  

NYC  12,305  3,260  

Oneida  7  2  

Onondaga  52  23  

Ontario  6  0  

Orange  389  142  

Oswego  1  1  

Otsego  1  1  

Putnam  45  8  

Rensselaer  29  3  

Rockland  592  137  

Saratoga  53  12  

Schenectady  44  5  

Schoharie  1  0  

St. Lawrence  1  0  

Steuben  4  1  

Suffolk  1,458  424  

Sullivan  23  7  

Tioga  1  0  

Tompkins  15  2  

Ulster  35  9  

Warren  2  1  

Washington  3  2  

Wayne  6  3  

Westchester  2,894  1,021  

Wyoming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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