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2주간 뉴욕주의 일시 중단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  

  

학교와 비필수 사업체에 4월 29일까지 추가 2주간 휴업 지시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절차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 사용 요청  

  

인공호흡기 802개가 주의 "급박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통해 다운스테이트에 배치  

  

코로나19 응급 요원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응급 요원 기금 설립, 블랙스톤은 주요 

1천만 달러 기부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무료 명상 및 마음 챙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헤드 

스페이스와 협력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 센터 및 170 버펄로 애비뉴의 브루클린 센터 

임시 병원이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개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8,658건 확진 사례를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130,689건으로 증가했으며 48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 일시 

중단(NYS on Pause) 조치가 향후 2주 동안 다시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학교와 비필수 사업체에 4월 29일까지 추가로 2주간 휴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 정부는 추가 2주 기간이 지난 후, 이러한 조치를 재평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절차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여 사회적 거리 두기 절차를 더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방정부에 절차를 시행할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에 미 해군 병원선(United States Naval Ship, USNS) 

컴포트(Comfort)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Trump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19 양성 환자만 Javits 임시 병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주지사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를 추가하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1,000개 더하여 주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모든 병원 시스템이 하나로 협력하여 공급품, 장비 및 직원을 공유하는 

주의 "급박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통해 인공호흡기 802개가 주의 다운스테이트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802개의 인공호흡기 중 38개가 록랜드 카운티에, 36개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505개가 뉴욕시에, 223개가 롱아일랜드에 배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코로나19 의료 노동자 및 응급 요원에게 보육을 포함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 요원 기금(First Responders Fund)을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기금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블랙스톤(Blackstone)은 

펀드에 주요 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전자적으로 다음 주소 

https://www.healthresearch.org/donation-form/로 또는 아래 주소로 수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코로나19 뉴욕주 비상 대응(COVID-19 NYS Emergency 

Response)"에 대한 기부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Health Research, Inc.  

150 Broadway  

Suite 560  

Menands, NY 12204  

  

주지사는 또한 전례 없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신 건강 

자원으로서 모든 뉴욕 주민에게 무료 명상 및 마음 챙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마음 챙김과 명상의 글로벌 리더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www.headspace.com/ny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 기반 가이드 명상 모음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음 운동, 수면 및 어린이 

콘텐츠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 센터(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및 170 버펄로 애비뉴(170 Buffalo Avenue)에 있는 브루클린 센터 임시 

병원(Brooklyn Center Temporary Hospital)이 이번 주에 개장하여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처음부터 

과소평가하였으며 그 대가를 치명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수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며 우리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75b4cda-4b7d786e-1759b5ef-000babd9fe9f-ffd39e5d8e41562a&q=1&e=5ad2b08f-88bc-4610-bcfa-36feb4cd350e&u=https://www.healthresearch.org/donation-form/
http://www.headspace.com/ny


 

 

모두 이 사태에서 자신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듯, 

저는 공중 보건과 경제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뉴욕주 

일시 중단 기능을 추가 2주 동안 연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가고 의료 노동자들이 

매일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확실할 수 없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8,658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130,689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30,689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319  14  

Allegany  17  1  

Broome  76  5  

Cattaraugus  12  2  

Cayuga  11  3  

Chautauqua  15  4  

Chemung  47  9  

Chenango  46  3  

Clinton  36  3  

Columbia  59  8  

Cortland  13  3  

Delaware  29  2  

Dutchess  1,189  112  

Erie  1,023  105  

Essex  7  0  

Franklin  10  0  

Fulton  11  2  

Genesee  23  1  

Greene  24  0  

Hamilton  2  0  

Herkimer  25  3  

Jefferson  33  7  

Lewis  6  3  

Livingston  22  3  

Madison  82  3  



 

 

Monroe  574  26  

Montgomery  15  0  

Nassau  15,616  1,218  

Niagara  120  4  

NYC  72,181  4,630  

Oneida  100  13  

Onondaga  271  3  

Ontario  32  0  

Orange  3,397  295  

Orleans  13  2  

Oswego  29  1  

Otsego  34  5  

Putnam  345  31  

Rensselaer  62  2  

Rockland  5,703  377  

Saratoga  153  5  

Schenectady  138  10  

Schoharie  11  0  

Schuyler  4  0  

Seneca  9  0  

St. Lawrence  59  4  

Steuben  75  12  

Suffolk  13,487  1,082  

Sullivan  253  19  

Tioga  8  1  

Tompkins  94  6  

Ulster  372  40  

Warren  26  1  

Washington  19  1  

Wayne  34  2  

Westchester  14,294  571  

Wyoming  23  1  

Yates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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