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4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부가 양로원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JAMES 검찰총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항체 검사 연구의 예비 1단계 결과, 인구의 13.9%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어  

  

예배 장소와 협력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표  

  

뉴욕시 주택청 시설에서 오늘부터 확대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개시  

  

 필수 근로자의 보육 장학금 및 보육 제공자의 소모품을 위한 3천만 달러 발표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6,244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263,460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Letitia James 검찰총장과 파트너십을 맺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사망자를 거주민의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위반하는 양로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양로원에서 모든 보건부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법률, 규정, 지시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즉시 보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분리 및 

격리 정책, 직원 배치 정책 및 부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포함하여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을 조사할 것이며, 보건부가 해당 

시설이 지시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부는 즉시 시설에 행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운영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행정명령을 발행했으며, 보건부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양로원이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체온 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주자를 검역소에 격리하고, 직원을 분리하고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거주자를 



 

 

다른 장기 치료시설 또는 다른 비인증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거주자 

및 그 가족에 알려야 합니다. 양로원은 거주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인 경우, 보건부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하에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시에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 및 James 검찰총장은 뉴욕주 전문 인력 포탈을 통해 인력을 늘리고 

양로원이 전문 인력 포탈을 사용하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기반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이며, 

양로원 거주자에 대한 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거주자의 가족이 833-249-8499 

또는 www.ag.ny.gov/nursinghomes에 방문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주의 항체 검사 조사 중 예비 1단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주 전역의 19개 카운티와 40개 지역에서 이틀 동안 식료품점 및 기타 박스 

스토어(box store)에서 3,000명을 검사하여 기본 감염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비 결과는 

인구의 13.9%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어 현재 바이러스에 면역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지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내 교회와 예배 

장소를 네트워크나 가능한 검사 장소로 이용하여 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계획에 대해 Hakeem Jeffries 대표, Yvette Clarke 대표, 

Nydia Velázquez 대표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의 공공 주택 거주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오늘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시설에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레디 리스폰더스(Ready 

Responders)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필수 근로자에게 보육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제약 직원, 법 집행관, 소방관, 식품 

배달 노동자, 식료품 가게 직원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이들과 같은 

응급 요원 등입니다. 보육 비용은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300% 

미만이거나 4인 가족의 경우 78,600달러 미만인 필수 직원을 위한 연방 케어스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기금 3천만 달러로 

보상되며, 각 주 지역마다 시장 시세로 지급됩니다. 필수 근로자는 기금을 사용하여 기존 

보육 제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필수 근로자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자원 및 위탁 기관에 연락하여 공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케어스 기금이 마스크, 장갑, 기저귀, 아기 물티슈, 분유 및 식품을 

포함하여 열려 있는 주 전역의 보육 제공자를 위한 용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육 자원 및 위탁 기관은 제공자당 약 600달러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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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됩니다. 소모품을 구하는 제공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 자원 및 위탁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로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뉴욕주는 취약한 거주자와 이 기관의 최전선 근로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이 

위기상황에 매우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보건부는 Letitia James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양로원이 

우리가 마련한 규칙을 준수하고 바이러스와 맞서는 도중 노인들을 적절히 돌보고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James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의 

양로원에서 이 사태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사기 통제 

유닛(Medicaid Fraud Control Unit)은 시스템에서 학대 및 방치 혐의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 가족 또는 대중의 구성원은 코로나19 진단 또는 사망에 대 필수적인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양로원에 대한 불만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핫라인은 양로원 학대 및 방치,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칙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합니다. 모든 양로원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와 검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향상된 감염 통제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지원하는 양로원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노동자들은 우리의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며 역시 검사 및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양로원 

거주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위기 및 그 이후에도 그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6,244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263,460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263,460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758  21  

Allegany  30  0  

Broome  224  5  

Cattaraugus  37  0  

Cayuga  37  1  

Chautauqua  26  0  

Chemung  76  1  

Chenango  82  3  

Clinton  52  1  

Columbia  123  6  



 

 

Cortland  25  0  

Delaware  50  0  

Dutchess  2460  69  

Erie  2450  217  

Essex  22  0  

Franklin  13  0  

Fulton  28  0  

Genesee  126  4  

Greene  89  2  

Hamilton  3  0  

Herkimer  54  1  

Jefferson  56  2  

Lewis  9  0  

Livingston  41  2  

Madison  106  0  

Monroe  1,152  40  

Montgomery  39  1  

Nassau  32,124  569  

Niagara  295  27  

NYC  145,855  3,423  

Oneida  317  16  

Onondaga  600  74  

Ontario  73  0  

Orange  6,816  126  

Orleans  59  3  

Oswego  49  0  

Otsego  50  1  

Putnam  615  4  

Rensselaer  191  5  

Rockland  9,828  129  

Saratoga  265  1  

Schenectady  288  8  

Schoharie  21  1  

Schuyler  7  0  



 

 

Seneca  18  0  

St. Lawrence  139  16  

Steuben  171  0  

Suffolk  29,567  713  

Sullivan  580  19  

Tioga  40  1  

Tompkins  119  0  

Ulster  942  29  

Warren  119  11  

Washington  80  7  

Wayne  53  1  

Westchester  25,959  683  

Wyoming  41  1  

Yates  1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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