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중요한 항체 검사를 늘리고 있다고 발표  

  

주지사는 대량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방 정부와 완전히 

협력하며 코네티컷 및 뉴저지와 협력하여 지역 검사 협력 관계를 맺을 예정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7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2억 달러의 

긴급 식량 지원 발표  

  

주지사는 코로나19 영웅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과 협력  

  

최전선 의료 종사자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발표  

 

생명을 구하는 자택에 머물기 메시지를 통해 뉴욕의 모든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 노력을 바탕으로 뉴욕 주민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뉴욕 터프' 동영상 출시,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10,575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170,512건으로 증가했으며 5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의 핵심 요소인 항체 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현재 이 항체 검사를 300건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루 1,000회, 다음 주에는 하루에 2,000명을 검사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주지사는 대량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와 완전한 

협력 관계를 맺어 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지사는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가 지역 검사 협력 관계를 만들어 이들 주의 주민들에게 대규모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된 7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에 2억 달러의 긴급 식량 

https://www.youtube.com/watch?v=0a0qoXZK5Qw&feature=youtu.be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아직 최대 

수당을 받지 못한 분들은 3월과 4월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충 수당은 4월에 지급되며 수혜자의 기존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 

Transfer) 계좌로 직접 전달됩니다. 뉴욕시 이외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보조 수당 대상 

가구는 4월 13일부터 긴급 수당을 받기 시작하며, 4월 24일까지 모든 해당 가구가 

수당을 수령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는 4월 14일부터 긴급 수당이 지급되며 4월 25일에 

지급 완료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 의회 대표단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영웅 보상 기금(COVID-

19 Heroes Compensation Fund)을 조성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 및 기타 최전선 

노동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민간 부문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발표하여 최전선 의료 종사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Airbnb)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Brian Chesky는 2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최전선 노동자에게 무료로 조합 호텔 객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1199 지부(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1199SEIU)는 에어비앤비와 협력 관계를 맺어 

병원 및 기타 의료 종사자로 구성된 회원들이 주 전역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주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터콘티넨탈 타임스 스퀘어(InterContinental Times Square), 

요텔(Yotel), 허드슨 호텔(Hudson Hotel)은 뉴욕시 호텔 협회(Hotel Association of New 

York City), 메트라이프(MetLife), 릴레이티드 컴퍼니즈(Related Companies)와 협력하여 

뉴욕 외부에서 온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800개의 무료 객실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소셜 미디어 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 정부는 오늘 주 전역 중단 

제한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정부는 

레저넌트 픽쳐스(Resonant Pictures)와 협력 관계를 맺고 지난 3주 동안 도시의 삶을 

담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더 프레이(The Fray)의 상징적인 곡인 "생명을 구하는 

방법(How to Save a Life)"이 삽입된 이 동영상은 팬데믹이 발생한 동안 노래 제목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2~3일 

후의 감염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금의 조치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열쇠는 검사입니다. 뉴욕주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섰고, 우리 주 연구소는 빠르고 비침습적인 항체 검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현재 하루에 3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금요일까지 1,000건, 다음 주에는 2,000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많은 수인 것 같으나 2,000건의 검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발전한 

뉴욕의 검사 상황이 자랑스럽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a0qoXZK5Qw&feature=youtu.be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10,575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170,51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170,51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426  47  

Allegany  26  4  

Broome  112  7  

Cattaraugus  18  1  

Cayuga  27  11  

Chautauqua  20  2  

Chemung  59  0  

Chenango  60  5  

Clinton  43  3  

Columbia  74  4  

Cortland  17  1  

Delaware  39  2  

Dutchess  1,598  105  

Erie  1,409  47  

Essex  10  2  

Franklin  11  0  

Fulton  18  3  

Genesee  65  9  

Greene  34  6  

Hamilton  3  0  

Herkimer  36  4  

Jefferson  43  1  

Lewis  6  0  

Livingston  29  3  

Madison  99  8  

Monroe  742  44  

Montgomery  29  1  

Nassau  21,512  1,372  

Niagara  156  10  

NYC  92,384  5,356  



 

 

Oneida  172  14  

Onondaga  369  11  

Ontario  51  8  

Orange  4,532  442  

Orleans  24  2  

Oswego  36  0  

Otsego  41  2  

Putnam  487  49  

Rensselaer  91  12  

Rockland  7,122  457  

Saratoga  182  10  

Schenectady  191  24  

Schoharie  12  0  

Schuyler  5  1  

Seneca  15  0  

St. Lawrence  78  2  

Steuben  117  28  

Suffolk  18,692  1,279  

Sullivan  318  24  

Tioga  18  1  

Tompkins  105  0  

Ulster  530  70  

Warren  43  3  

Washington  26  1  

Wayne  41  2  

Westchester  18,077  1,073  

Wyoming  30  1  

Yates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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