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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MURPHY 주지사, LAMONT 주지사, WOLF 주지사, CARNEY 주지사, 

RAIMONDO 주지사, BAKER 주지사, 일자리 복귀와 경제 회복을 위한 멀티 스테이트 

위원회 임명 발표  

  

피임명자에는 의료 전문가 한 명, 경제 개발 전문가 한 명, 각 주정부의 비서실장 포함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Ned Lamont 코네티컷 

주지사, Tom Wolf 펜실베니아 주지사, John Carney 델라웨어 주지사, Gina Raimondo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Charlie Baker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오늘 주민들의 일자리 복귀와 

경제 회복을 위한 멀티 스테이트 위원회의 피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 피임명자에는 의료 

전문가 한 명, 경제 개발 전문가 한 명, 각 주정부의 비서실장이 포함됩니다.  

  

각 주의 피임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 국장 

• Michael Dowling,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사장 겸 최고경영자 

  

뉴저지  

• George Helmy, 주지사의 비서실장 

• Richard Besser 박사, Robert Wood Johnson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국장 대행  

• Jeh Johnson, Barack Obama 대통령의 전 미국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장관 

  

코네티컷  

• Paul Mounds, Jr., 주지사 사무실의 비서실장  

• Indra Nooyi, 비영리 단체 어드밴스 CT(AdvanceCT) 공동 의장 겸 

펩시코(PepsiCo) 전 회장 겸 최고경영자  



 

 

• Albert Ko 박사, 역학 및 의학 교수, 예일 공중보건대학(Yale School of 

Public Health) 학과장  

  

펜실베이니아  

• Michael Brunelle, 비서실장, 주지사 사무실  

• Rachel Levine 박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장관  

• Dennis Davin,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Department of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장관  

  

델라웨어  

• Sheila Grant, 비서실장, 주지사 사무실  

• Kara Odom Walker 박사, 델라웨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장관  

• Kurt Foreman, 델라웨어 프로스페리티 파트너십(Delaware Prosperity 

Partnership) 사장 겸 최고경영자  

  

로드아일랜드  

• David Ortiz, 주지사의 비서실장  

• Nicole Alexander-Scott, 의학박사, 공중보건학 석사, 로드 아일랜드 보건부 

이사  

• Stefan Pryor, 로드아일랜드 상무부 장관  

  

메사추세츠  

• Kristen Lepore, 비서실장  

• Michael Kennealy, 주택 및 경제 개발 사무국(Executive Office of Hous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장관  

• Lauren Peters, 보건복지 사무국(Executive Office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차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구 밀집 방지라는 

균일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전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웃 주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의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염률을 관찰하며 제한을 조금씩 신중히 풀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조명 스위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 경제이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셧다운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스마트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뉴욕은 5개 주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멀티 스테이트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과학과 자료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점차 가정 격리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Phil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보다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거나 이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의료 체제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 

경제를 온전히 새로 살려 우리 주민들이 질병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트 전문가 위원회가 통보한 조정된 지역적 

접근법은 잠재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실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지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우리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Ned Lamont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카운티, 주 또는 국가의 국경에서도 멈추지 않지만, 각각의 경제와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지역 연합을 결성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우리 주민을 위한 최상의 공중 보건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Tom Wolf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펜실베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 행정부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지만, 또한 저는 우리가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주정부 내와 주변 주 모두에서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건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John Carne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델라웨어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과 입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민들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공공장소로 외출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만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델라웨어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왔을 때 이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주를 구할 수 있는 일관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협력해주신 이 지역의 동료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을 

방지하고, 가장 위급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침상 수를 확보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Gina Raimond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정부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제를 안전한 방식으로 다시 



 

 

살릴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두번째 물결을 피하기 위해 

강력하고 조율된 지역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동료 주지사께 감사하며,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로드아일랜드 주민과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harlie Baker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aker-Polito 행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이웃 주들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에 참여하기를 

고대합니다. 메사추세츠는 또한 검사를 확대하고 병원 수용량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 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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