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  

  

뉴욕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조기 게양 상태 유지  

  

코시우즈코 브리지,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첨탑, 

라구아디아 공항 주차장, #LightItBlue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 9일 목요일에 

푸른색으로 점등될 예정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학장 Havidan Rodriguez가 보건부 및 노스웰 헬스와 

협력하여 더 많은 코로나19 자료를 연구하고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주 노동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주별 실업 수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시, 

실업 수당이 적용되는 기간을 13주 연장하여 총 39주간 지급  

  

주지사는 6월 23일 예비 선거에서 뉴욕 주민들이 부재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행 에정  

  

머큐리 메디컬에서 뉴욕주에 2,400개의 새 이중형 양압기 기증, 제트블루가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무료로 비행 운송하고 서던 글래이저스가 지상에서 운송  

  

델타, 제트블루, 유나이티드는 코로나19 의료 종사자를 위해 뉴욕으로 무료 여행을 

제공한다고 발표  

  

뉴욕주는 62개 카운티에 1백만 병 이상의 무료 뉴욕주 클린 손 세정제 배포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10,453건 확진 사례를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149,316건으로 증가했으며 52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주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이 

일시 중단되는 동안 깃발은 계속 조기로 게양됩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9일 목요일에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첨탑,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주차장이 #LightItBlue 

캠페인의 일환으로 푸르게 점등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 

전역의 건물, 랜드마크 및 LED 스크린을 동시에 점등하여 최전선의 의료 전문가와 필수 

직원들에게 지원과 감사를 표하고 연대와 희망의 국제적 상징을 만듭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올버니 학장 

Havidan Rodriguez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자료 연구를 수행하고 소수자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늘려 

소수자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감염률이 더 높은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모든 뉴욕 주민에게 600달러의 

추가 주별 실업 수당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추가 혜택은 연방 CARES 법에 

포함되었지만, 다른 주와는 달리 뉴욕주는 연방 자금이 주에 지급되기 전에 실업자에게 

추가 실업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은 또한 실업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을 

13주 더 연장해 총 39주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6월 23일 예비 선거에서 뉴욕 주민들이 부재자 투표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주지사는 4월 

28일에 예정된 대통령 예비 선거를 6월 23일로 변경하여 뉴욕 의회 및 입법 예비 선거 

시기와 맞추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머큐리 메디컬(Mercury Medical)이 새 이중형 양압기(BiPAP) 2,400대를 

주에 기증했으며, 이를 제트블루(JetBlue)가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무료로 비행 

운송하며 서던 글래이저스(Southern Glazer's)가 지상으로 운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델타(Delta), 제트블루, 유나이티드(United)가 코로나19 의료 종사자를 

위해 뉴욕으로 무료 여행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 주 외부 인력 

25,000명을 포함한 90,000명 이상 의료 전문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증한 뉴욕주의 의료 인력에 자원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뉴욕주 클린(NYS Clean) 손 세정제를 

1백만 병 이상 무료로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 세정제는 카운티 응급 관리자, 응급 

요원, 의료 종사자, 양로원, 법 집행 기관, 노숙자 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항만청(Port 



 

 

Authority), 스루웨이(Thruway) 및 주 전역의 기타 대중교통 기관을 포함한 운송 

시스템에 배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지켜 발병 

곡선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계속한다면 점점 더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끔찍한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어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모든 

사망자는 소중한 생명이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최전선 노동자입니다. 바이러스로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모든 깃발을 조기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이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여러분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0,453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149,316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49,316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342  9  

Allegany  21  4  

Broome  88  2  

Cattaraugus  15  2  

Cayuga  14  0  

Chautauqua  17  1  

Chemung  55  6  

Chenango  53  2  

Clinton  39  2  

Columbia  63  2  

Cortland  16  0  

Delaware  37  1  

Dutchess  1,395  146  

Erie  1,205  70  

Essex  7  0  

Franklin  10  0  

Fulton  14  1  

Genesee  47  14  



 

 

Greene  25  1  

Hamilton  2  0  

Herkimer  29  2  

Jefferson  40  1  

Lewis  6  0  

Livingston  25  2  

Madison  90  2  

Monroe  651  55  

Montgomery  18  0  

Nassau  18,548  1,938  

Niagara  134  8  

NYC  81,803  4,927  

Oneida  125  7  

Onondaga  347  12  

Ontario  39  6  

Orange  3,865  266  

Orleans  16  1  

Oswego  33  2  

Otsego  38  4  

Putnam  403  37  

Rensselaer  75  8  

Rockland  6,413  423  

Saratoga  162  7  

Schenectady  149  4  

Schoharie  12  0  

Schuyler  4  0  

Seneca  12  2  

St. Lawrence  69  9  

Steuben  82  7  

Suffolk  15,844  1,327  

Sullivan  279  9  

Tioga  12  4  

Tompkins  99  2  

Ulster  422  24  



 

 

Warren  33  2  

Washington  20  1  

Wayne  39  4  

Westchester  15,887  1,083  

Wyoming  27  4  

Yates  1  0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39d7e9f-4fb97fd6-139f87aa-0cc47aa8d394-e35ae2ea83c24a9b&q=1&e=90256577-8809-4d42-b0d1-308c13775d58&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39036028A7E0DBC85258544006A503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