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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  
  

모든 사람의 안전을 일괄 보장하기 위한 10개의 정책  
  

일요일 오후 8시를 기해 주 전역에서 식료품,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비필수 
사업체의 100 퍼센트 폐쇄  

  
"마틸다 법칙"은 7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체계 손상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한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보호 제공  
  

모든 주거 및 상업적 퇴거에 대한 90일의 모라토리움  
  

개인 보호 장비 제품 공급자는 비필수 제품을 주정부에 판매하고 기업에게 개인 보호 
장비 제품 제조 장려  

  
뉴욕주, 2,950건의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 사례 확인하여 이로써 주 전역 확진 사례 

총 7,102건으로 증가했으며 23개 카운티에서 새로운 사례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일괄 보장하기 위한 10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뉴욕주 일시중단(New York State on PAUSE)"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뉴욕주 전역의 모든 
비필수 기업체에서 사무실 출근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모든 목적의 모든 규모의 
비필수적인 모임이 임시 금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마틸다의 법칙(Matilda's Law)"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면역 체계 손상자, 기저 질환자를 포함한 뉴욕의 취약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뉴욕 주민들은 자택에 머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 자택 방문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여 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방문자 모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거 또는 상업적 퇴거에 대한 90일의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내에서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의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제품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주지사는 모든 PPE 제품 공급자에게 



 

 

필수적이지 않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주정부에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제품 공급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646-522-8477 또는 
covid19supplies@exec.ny.gov를 통해 Simonida Subotic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주지사는 적절한 장비 또는 인력을 갖춘 모든 회사에 가능하면 PPE 제품을 제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를 위해 이러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정부의 PPE 제품 제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12-803-3100 또는 COVID19supplies@esd.ny.gov를 통해 Eric Gertler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밀도 감축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내린 정책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친구, 동료 및 이웃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취한 조치를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저는 뉴욕 주민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공포가 현실의 
바이러스의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낼 
것입니다."  
  
10개 정책으로 구성된 주지사의 뉴욕주 일시중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를 기해, 뉴욕주 전역의 모든 비필수 기업의 
운영이 중단될 것입니다.  

2. 모든 목적(파티, 축하 또는 기타 사교 행사 등)으로 열리는 모든 규모의 
비필수 모임은 해당 시기에 취소 또는 연기됩니다.  

3. 자택 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4. 공공 장소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5. 기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는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6. 개인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7. 개인은 대중 교통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며, 다른 
승객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두어 접촉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  

8.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전화 진료를 
통해 자택을 떠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 확인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9. 청년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취약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10. 이소프로필 알코올 물티슈 사용 등 예방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마틸다의 법칙"은 취약한 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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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운동할 경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온도 측정 및 감기 증상을 보이는 지 확인해 모든 방문자 및 지원자를 사전 
선별합니다.  

• 여러 사람이있는 가정에 방문하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취약한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오늘 2,950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로써 뉴욕주에서 확진된 사례가 총 7,102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총 7,102명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총 확진  신규 확진  

Albany County  61  18  

Allegany County  2  0  

Broome County  2  0  

Chenango County  2  0  

Clinton County  2  0  

Columbia County  1  1  

Delaware County  1  0  

Dutchess County  36  5  

Erie County  31  3  

Essex County  1  0  

Fulton County  1  0  

Genesee County  1  0  

Greene County  2  0  

Hamilton County  2  0  

Herkimer County  2  1  

Jefferson County  1  0  

Livingston County  1  1  

Monroe County  32  5  

Montgomery County  2  0  

Nassau County  754  382  

Niagara County  3  2  

New York City  4408  1939  

Oneida County  2  0  

Onondaga County  8  3  

Ontario County  3  2  

Orange County  84  33  



 

 

Putnam County  7  2  

Rensselaer County  8  2  

Rockland County  101  48  

Saratoga County  24  6  

Schenectady County  21  3  

Schoharie County  1  0  

Suffolk County  371  193  

Sullivan County  8  5  

Tioga County  1  0  

Tompkins County  7  1  

Ulster County  12  2  

Warren County  1  0  

Washington County  1  0  

Wayne County  1  0  

Westchester County  1091  293  

Wyoming County  2  0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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