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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펜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에 필수적 

공무원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도록 촉구  

  

NYCHA 거주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Ready Responders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주정부, 공공 주택 공동체에 천 마스크 500,000여 개와 손 소독제 10,000 갤런을 제공할 

예정  

  

뉴욕주가 더 이상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뉴욕 남부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뉴욕 재구상 

태스크 포스 창설을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에서 봄 학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8,800대 이상의 노트북 및 크롬북을 배포하고 있다고 발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4,726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47,512건으로 증가했으며 40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전선에 있는 

필수 공무원들에게 50퍼센트 보너스를 제공하는 위험 수당을 지급하도록 연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제 정책 연구 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에 

따르면, 최전선 근로자의 41%가 유색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최전선 근로자 

중, 대중교통 근로자의 45%, 건물 청소 서비스 근로자의 57%, 그리고 의료 종사자의 

40%가 유색인입니다. 유색 인종 또한 배송 및 보육 서비스에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전선 근로자의 약 3분의 1은 저소득 가구 구성원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뉴욕시의 공공 

주택 거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네트워크 Ready Responders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Greg Meeks 대표와 Hakeem 

Jeffries 대표, Letitia James 검찰 총장, Carl Heastie 의회 의장, Ruben Di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와 이러한 노력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이번 주 

브롱크스의 하이브리지 하우스(Highbridge Houses), 에덴발트 하우스(Edenwald 



 

 

Houses), 워싱턴 하우스(Washington Houses), 앤드류 잭슨 하우스(Andrew Jackson 

Houses), 퀸즈의 퀸즈브리지 하우스(Queensbridge Houses) 및 브레보트 

하우스(Brevoort Houses), 브루클린의 레드 펀 하우스(Red Fern Houses) 및 헴멜 

하우스(Hammel Houses) 등 뉴욕시 전역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공공 주택 공동체에 천 마스크 500,000개와 손 소독제 10,000 

갤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더 이상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뉴욕 남부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뉴욕 재구상 태스크 포스(Remagine NY Task Force)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주 및 뉴욕시 시장 Bill de Blasio,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행정 책임자 

George Latimer, 나소 카운티 행정 책임자 Laura Curran 및 서퍽 카운티 행정 책임자 

Steve Bellone의 주도로 다른 지역 선출 공무원 그리고 주택 및 운송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코로나 19 보건 위기 가운데 뉴욕 주립 대학교(SUNY)에서 현재 봄 학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8,800대 이상의 노트북과 

크롬북을 배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와 캠퍼스가 3월에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뉴욕 주립 대학교 시스템 관리국(SUNY 

System Administration)은 학생들의 기술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64개의 캠퍼스와 

대학을 모두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트북과 크롬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원격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기술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족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적 공무원들은 매일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연방 정부에 이러한 최전선 근로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제공하고 

50%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위기 속 진정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4,726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47,51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47,51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687  5  

Allegany  30  0  



 

 

Broome  199  7  

Cattaraugus  34  0  

Cayuga  36  0  

Chautauqua  25  0  

Chemung  73  0  

Chenango  78  0  

Clinton  51  2  

Columbia  111  4  

Cortland  25  0  

Delaware  49  0  

Dutchess  2,284  44  

Erie  2,109  39  

Essex  20  2  

Franklin  13  0  

Fulton  27  0  

Genesee  119  2  

Greene  86  1  

Hamilton  3  0  

Herkimer  49  0  

Jefferson  54  0  

Lewis  9  1  

Livingston  39  0  

Madison  106  0  

Monroe  1,054  22  

Montgomery  35  0  

Nassau  30,677  664  

Niagara  255  9  

NYC  136,806  2,370  

Oneida  279  4  

Onondaga  509  11  

Ontario  71  1  

Orange  6,482  103  

Orleans  46  0  

Oswego  48  1  



 

 

Otsego  49  1  

Putnam  599  7  

Rensselaer  177  4  

Rockland  9,457  93  

Saratoga  254  3  

Schenectady  269  1  

Schoharie  20  0  

Schuyler  7  1  

Seneca  18  0  

St. Lawrence  110  5  

Steuben  167  0  

Suffolk  27,662  774  

Sullivan  544  7  

Tioga  37  2  

Tompkins  119  2  

Ulster  877  23  

Warren  101  5  

Washington  65  2  

Wayne  50  0  

Westchester  24,306  503  

Wyoming  36  0  

Yates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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