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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임시 병원의 초기 목록에서 육군 공병이 확인한 장소 네 곳을 발표

주지사,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 대학교
올드 웨스트버리와 웨스트체스터 컨벤션 센터를 방문할 예정
뉴욕주의 개인 보호장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행정명령을 발령해 차량관리부 사무실 내 업무를 임시 중지하며 온라인으로는 계속
사용 가능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의 뉴욕의 주요 재해 선포 요청 승인 발표
뉴욕 의회 대표단에 현재 뉴욕에서 원조 수령을 제외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연방
원조법을 수정하도록 요청
보건부 커미셔너는 신약 치료를 위한 시험 권고
뉴욕 주민들은 여기에서 이메일 업데이트에 등록하고 여기에서 COVID-19에 대해 문의
가능
뉴욕 주민들은 새로운 COVID-19 유급 병가법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임시 병원을 세울 초기 장소 네 곳에 대한
육군공병(Army Corps of Engineers)의 권고를 발표했으며,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 대학교 올드 웨스트버리 및 웨스트체스터 컨벤션 센터(Westchester Convention
Center)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육군공병이 이끌며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소속 주 공무원이 포함된 조사팀이 임시 병원으로 사용할
곳을 검토하기 위해 수십 곳을 방문했습니다.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공병은 즉시 임시

병원을 건설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육군공병이 건설할
임시 병원 외에 Javits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주가 250병상이 있는 네 곳의
야전병원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개인 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2백만 개의
N95 마스크를 구입하고 뉴욕시에 백만 개, 롱아일랜드에 50만 개를 보낼 것입니다. 주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들은 마스크 및 기타 의료 장비 제조를 시작하기 위해 운영을
전환하고 있으며, 주 정부 또한 마스크 제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가장
상황이 심한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 전역의 다양한 의료 시설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를 모으고 있으며 이미 6,000개의 인공호흡기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모든 직접 방문에 대해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를 임시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면허 갱신과 같은 온라인 업무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및 허가 만료일은 연장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이 재정적으로 개입하여 주를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선언에 대한 뉴욕의 요청을 연방 정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선언에
따르면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은 기금의 75%를 부담하며 뉴욕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주지사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이 선언에 따라 연방 비용 지분을 100%
수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추가적인 개별 지원 프로그램과 주 전역의
위험 완화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라는 주 정부의 진행 중인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이 6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법안을 수정하도록 뉴욕 의회 대표단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현재 기술적
문제로 인해 뉴욕주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 보건부 커미셔너 Zucker 박사가 COVID-19 퇴치를 돕기 위해 새로운
약물치료 시험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뉴욕주가 시험적으로 사용할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지스로맥스(Zithromax)
10,000회 복용량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여기에 가입하여 COVID-19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이메일로 매일
새로운 소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COVID-19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COVID-19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늘고
있으며, 모든 예측에 따라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이 늘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는 병원 수용량 확대 및 새로운 병원 병상 식별을 포함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육군공병과 만나 권고를 들은 후
뉴욕주 4개 시설에 임시 병원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중 보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것은 두려움이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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