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뉴욕 대통령 예비 선거를 6월 23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 발행  

  

개인 및 법인세에 대한 세금 신고 마감일을 7월 15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 발급  

  

뉴욕주의 워즈워스 연구소, 새로운 항체 검사 평가를 시작 

  

주지사는 주의 수용량에 병상 695개를 추가할 새로운 장소 3곳 발표, 주는 일부 시설을 

코로나 19 환자 전용으로 사용 개시할 예정  

  

연방 정부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시 병원을 위한 4개의 추가 장소를 승인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의 최초 1,000병상 임시 병원, 월요일 개장 예정  

  

주 전역의 70개 비영리 단체가 코로나 19 팬데믹 중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 지원 자금 750만 달러를 받을 예정  

  

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7,681건 추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는 총 52,318건으로 증가했으며 44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4월 28일에 예정된 대통령 

예비 선거를 6월 23일로 변경하여 뉴욕 의회 및 입법 예비 선거 시기와 맞추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개인 및 법인세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을 7월 15일로 미루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달 초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워즈워스 연구소(Wadsworth Lab)가 

증상이 심각한 코로나 19 환자를 위해 고안된 항체 검사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비상 병상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세 개의 새로운 장소인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 센터(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브롱크스의 

웨스트체스터 스퀘어(Westchester Square), 얼스터 카운티의 헬스 얼라이언스(Health 

Alliance)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세 곳으로 주의 수용량에 695개 병상이 

추가됩니다. 또한, 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일부 

시설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19 환자 전용 병상을 600개 이상 추가할 

세 곳의 장소인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 센터, 브롱크스의 

웨스트체스터 스퀘어, 브루클린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Downstate)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Trump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Cuomo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가 육군 

공병(Army Corp of Engineers)이 건설할 새로운 네 곳의 임시 병원 부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는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Brooklyn Cruise Terminal), 

퀸즈의 아퀴덕트 레이스트랙(Aqueduct Racetrack)의 시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Staten Island), 브롱크스의 뉴욕 엑스포 센터(New York Expo Center) 등으로 주 정부의 

수용 가능 인원에 4,000명을 추가합니다. 어제 주지사는 네 곳의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임시 병원 부지들은 각 뉴욕시 자치구를 포함한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나소 및 서퍽 

카운티에서 병상 1,000개 이상의 환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주지사가 세운 목표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긴급 상황은 고유의 특징이 있지만, 언제나 

첫 번째 원칙은 항상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며, 최근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미리 준비하여 상황이 정점에 도달할 때 적절한 

장비, 소모품,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밀집도를 낮추는 긴급 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인원이 투표를 위해 한곳에 모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기에 

6월까지 대통령 예비 선거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의 첫 

1,000병상 임시 병원이 월요일에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시 병원 부지는 

일주일 만에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회(Empire State Development Board 

of Directors)가 뉴욕주 전역의 70개 비영리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비즈니스 

상담(COVID-19 Business Counseling) 750만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기금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중소기업청 경제 상해 재난 대출(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과 같은 재난 지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곳의 기업 지원 

센터(Entrepreneurship Assistance Centers) 및 최대 23곳의 중소기업 개발 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가 5백만 달러를 받으며, 추가 250만 달러가 최대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EAC%20Contact%20List%20for%20ESD%20Website%20-%20Sheet1.pdf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EAC%20Contact%20List%20for%20ESD%20Website%20-%20Sheet1.pd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98b9fa6-15b338c4-49896693-000babd9f75c-3bd34d1742f39545&q=1&e=bfb3f5c5-1d35-4814-a5a2-33dfe63f39ac&u=http://www.nyssbdc.org/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98b9fa6-15b338c4-49896693-000babd9f75c-3bd34d1742f39545&q=1&e=bfb3f5c5-1d35-4814-a5a2-33dfe63f39ac&u=http://www.nyssbdc.org/


 

 

23곳의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에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7,681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52,318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52,318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195  8  

Allegany  2  0  

Broome  23  5  

Cattaraugus  1  1  

Cayuga  2  0  

Chautauqua  5  4  

Chemung  12  1  

Chenango  8  4  

Clinton  12  1  

Columbia  22  2  

Cortland  5  1  

Delaware  8  0  

Dutchess  262  37  

Erie  318  99  

Essex  4  0  

Franklin  4  2  

Fulton  1  0  

Genesee  7  1  

Greene  7  1  

Hamilton  2  0  

Herkimer  9  0  

Jefferson  6  3  

Livingston  5  2  

Madison  19  2  

Monroe  192  32  

Montgomery  5  0  

Nassau  5537  880  

https://esd.ny.gov/sites/default/files/CDFI21_ContactList.pdf


 

 

Niagara  33  10  

NYC  29766  4368  

Oneida  23  10  

Onondaga  129  14  

Ontario  16  2  

Orange  1101  190  

Orleans  3  0  

Oswego  7  3  

Otsego  7  2  

Putnam  131  20  

Rensselaer  38  3  

Rockland  1896  439  

Saratoga  96  14  

Schenectady  72  6  

Schoharie  5  2  

Schuyler  1  1  

St. Lawrence  8  5  

Steuben  13  1  

Suffolk  4138  753  

Sullivan  72  8  

Tioga  4  2  

Tompkins  45  19  

Ulster  128  29  

Warren  13  5  

Washington  6  0  

Wayne  12  1  

Westchester  7875  688  

Wyoming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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