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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주 공급 가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기부 발표  

  

주요 기업, 자선 단체 및 유명 인사의 기부  

  

기부 품목에는 개인 보호 장비, 손 소독제, 현장 병원용 장비, 귀국 의료 자원 봉사자를 

위한 무료 항공편 등 포함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를 위해 주정부에 연락을 취하는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정부의 공급 가용량 확대를 위해 다수의 주요 기업, 자선 단체 및 유명 

인사들로부터 상당한 기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다. 기부 품목에는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손 소독제, 현장 병원용 장비, 귀국 의료 자원 

봉사자를 위한 무료 항공편, 기타 의료 용품 및 지원 품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기업과 개인이 기부금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 조직 및 개인,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매일 쏟아지는 수 많은 도움의 손길이 보여주는 관대함은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최전선 근로자를 지원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의 가족을 대신하여 저는 

그들의 관대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의 친절함과 강함, 끈기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낼 것입니다."  

  

초기 기부 품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마스크 195,000장  

• 볼 앤 브랜치(Boll and Branch): 병원 매트리스 1,000개  

• 리스토어 글로벌(Restore Global): 작업복 150,000벌  

• 페이스북(Facebook): 손 소독제 2,500갤런  



• 리한나 재단(Rihanna Foundation): 각종 PPE 제품  

•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마스크  

• 로레알(L'Oréal): 손 소독제  

• 소프트뱅크(SoftBank): N-95 마스크 140만 개  

• 서브어반 프로판(Suburban Propane): 발전기 및 히터용 프로판 서비스  

• 웨이페어(Wayfair): 임시 병원용 매트리스, 리넨, 시트 및 베개  

• 제트 블루(Jet Blue): 방문 의료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항공편  

• 월마트(Walmart): 주차장 및 매장 시설 인프라의 이용  

• 나이아가라 보틀링(Niagara Bottling): 물 560,000병  

• 큐리그/닥터 페퍼(Keurig/Dr. Pepper):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 봉사자를 

위한 커피와 음료  

• 맨해튼 57번가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및 의료 인력을 위한 

무료 주거공간 제공  

• 세인트 레지스 호텔(St Regis Hotel): 비필수 관리 환자 혹은 의료 인력을 

위한 시설 제공  

• 더 팰리스 호텔(The Palace Hotel): 비필수 관리 환자 혹은 의료 인력을 

위한 시설 제공  

• 요텔(Yotel): 한 달 동안 비필수 진료 환자를 위한 시설 제공  

• 룸 메이트 그레이스 호텔(Room Mate Grace Hotel):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및 의료 인력을 위한 무료 

주거공간 제공  

• 위스 호텔(Wythe Hotel):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투입된 간호사, 

의사, 의료인들을 위해 4월까지 호텔 객실 무료 제공  

• Kelly Ripa와 Mark Consuelos: 100만 달러  

• JUDY: N-95 마스크 25,000장  

• 앰닐(Amneal): 하이드로클로로킨 20,000병  

•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The Estée Lauder Companies): 4-5주 동안 매주 

손 세정제 10,000 병(한 병당 8온스)  

• 롱아일랜드 외래 수술 센터(Long Island Ambulatory Surgery 

Center): 인공 호흡기  

• 유니클로(Uniqlo): 마스크 105만 장  

• 뉴욕 독립 킬리지 및 대학 위원회(The 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ew York): 인공호흡기 12개 및 PPE 수 천 

품목  

• 코닝 생명 과학(Corning Life Sciences): 15ml 원심분리기 튜브 60,000개 

및 4ml 저온유리병 40,000개  

• NBC유니버설(NBCUniversal): 의료 용품 및 PPE  

• 화웨이(Huawei): N-95 마스크 10,000장, 분리 가운 20,000벌, 의료용 

고글 50,000개, 장갑 10,000개  



• Letitia James 법무장관실: 보호 마스크 1,700장 및 장갑 33,000개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은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에 걸리도록 놓아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힘든 시간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뉴욕 주민의 이익을 위해 매일 

투쟁하고 계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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