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3/27일(금)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3.27(금)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44,635건: 뉴욕시
25,398건, 웨스트체스터 7,187건, 낫소카운티 4,657건 등.
v 사망자: 519 명
v 현재입원: 6,481명, 중환자실: 1,583명, 퇴원: 2,045명
v 총 검사 138,376건
-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방문자 자가 격리 명령에 이어, 다른 주들도 뉴
욕주 여행자들을 제한하고 있음
v 텍사스 주지사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할 것을 명령. 이는 항공으로 여행한 사람들에
한하며, 위반 시 범죄로 간주되어 범칙금 부과, 징역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으며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주경찰이 격리장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v 로드아이랜드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뉴욕주 방문자에게 자가 격리 명령
- 뉴욕주 학교 휴교 4.15(수)까지 추가 2주 연장(기존 4.1일).
v 180일 이상 수업 규정 면제 4.15일까지 연장
v 식량배급, 보육, 원격 교육 등은 지속

44,635명

뉴욕주

- 병원수용력 확보를 위해 10개의 후보지 중, 육군공병대와 4개의 추가
임시진료소(4,000 병상) 장소 확정. 대통령의 승인 필요

뉴욕시: 25,398명

사망 519명

v 각 보로우에 최소 1개, 규모 및 현재 비어있어 사용가능한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
v 브롱스 뉴욕엑스포 센터(New York Expo Center), 퀸즈의 수로
경기장(Aqueduct Racetrack),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Brooklyn
Cruise Terminal), 스태이튼아이랜드 CUNY캠퍼스(College of Staten
Island)
- 미해군병원선 월요일 도착 예정. 1,000개의 병상, 1,200명 의료진, 12
개 수술실, 약국 밀 실험실 보유
- 뉴욕주립대 캠퍼스 및 시립대 캠퍼스가 임시병원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메리어트 브루클린 호텔, 브루클린 요양원등도 지원.
주별

3.30-4.5
자비스센터

4.6-4.12

미해군병원선

호텔, 기숙사

1,000 병상

사용시작

브루클린센터

준비

4.20-4.26

1차

1,000 병상
사용

4.13-4.19

임시 진료소

2차

4곳 완성 –

임시진료소

4,000개 병상

4곳 완성 –

호텔, 기숙사

4,000개 병상

600 병상
진료소 설치

진료소 설치

진료소 설치

호텔/기숙사

호텔/기숙사

호텔/ 기숙사

방역

방역

방역

호텔, 기숙사
사용

-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산소호흡기 필요량 과장
발언에 대해, 사실과 자료에 기반 한 것으로써 당장 3만개가 필요하
진 않지만 정점을 대비에 꼭 필요하다고 반박.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 사항을 제
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v N95 마스크 2천만 개, 수술용마스크 3천만 개, 수술용 장갑
4천5백만 개, 가운 2천만 개, 산소호흡기 3만개 필요. 현재
주정부 재고량에 비해 크게 부족함.
- 뉴욕시 민간/시민 협력 증가(Outpouring of support is inspiring)
v 의료인력 추가 1만 명 지원으로 현재 총 62,447 명 자원
v 정신과상담사 총 10,099명
- 쿠오모 주지사는 3.27(금) 언론발표에서 시민의식 고취 재차강조
Hard time forges a character
v 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고, 서로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는 취약하지만, 이를 강점으로 적극 활용하며 이
시기를 다함께 헤쳐 나가기를 연설하며, 많은 도움의 손길과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뉴요커에게 감사 표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3.26(목) 오후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6,095건, 퀸즈 7,362건, 맨해튼
4,046건, 브롱스 4,243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1,330건,
v 사망 365 명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럭셔리 빌딩 및 호텔을 비롯한 불필요한 건
설 중지 명령
v 뉴욕주의 대부분의 사업이 폐쇄/운영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일부 건설업은 계속해서 운영 중이었음
v 건설부분은 필수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 및 주정부 운영유지를 위한 건설 등 공익
목적이 아닌 모든 건설 즉각 중지.
v 보건관련, 대중교통, 전기/전화/가스, 공항, 재택 관련된 건설만
지속적인 운영 가능.

뉴욕시

- 뉴욕시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취약하고, 비폭력적인 수감자를
석방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375명이 석방되어, 총 수감자는 4,731명
으로 수감자가 5천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이래 처음.
- 뉴욕시의 민간기업 지원 요청에 맞추어 섬유, 프린트 사업을 주로 하
던 3개의 기업이 협력하여 브루클린 빈 창고에서 마스크와 가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 하루 1만5천개-1만8천개 생산예정.
- 뉴욕 경찰, 의료진등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뉴저지 거주민 실업보험 청구 지난주 이전 16배 증가, 총 115,000 명
- 뉴저지 학교 휴교 4.20일까지 연장

뉴저지주

8,825명
사망 108

- 복지국은 뉴저지 취약계층을 위한 7천만 달러 식량 지원 발표
v NJ 영양 지원 프로그램(NJ SNAP)을 통해 식량 지원을 받는
뉴저지 주민들은 일요일에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05,000명의 가구에 3500만 달러가 제공되며, 나머지는 4월에
제공
v 4월에는 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중요한 식품 수요 해결을
위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 NJ SNAP 수여자들의 가족카드(Family
First EBT cards)에 부가혜택 예정

- 병원 수용 및 검사소 수용 한계로 인해 일부 검사소 접근 제한. 온라
인으로 어느 검사소가 가능한지 공지할 예정.
v 3.28(토) 버겐카운티 대학과 PNC 은행의 드라이브스루 지점은
증상이 있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경찰 등 바이러스 대응자만 검사
v 3.29(일) 버겐카운티 대학 드라이브스루 지점 일반인 중 증상이
있는 500명까지 검사.
v 3.30(월) PNC 은행 드라이브 스루 지점 일반인 중 증상이 있는
500명까지 검사.
- 행정명령 제 109호에 따른 모든 사업장, 대학, 병원 외 의료시설의
개인보호장비(PPE)재고 보고는 3.27금요일 오후 5시 까지 임.
v 개인보호장비 기부 웹사이트: https://covid19.nj.gov/ppereport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법안에
서명

펜실베니아주

2,218명
사망 22

v 하원법안 1232: 병원용 의료기기와 장비 조달을 위한 기금이
부족할 경우 주 행정부에 5천만 달러 지원
v 상원법안 75: 수업기간 180일 요건 규정을 면제하고, 휴교기간 중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표준평가요건을 해제함
v 상원법안 422: 대통령 예비선거일은 6월 2일로 재조정
v 하원법안 68: 실업급여 요건 1주일 대기, 구직활동, 직장등록 등
일부 요건 면제
- 자택격리(Stay-at-home) 행정명령 대상 카운티 9개 추가. 총 19개로
3.27일 오후 8시부터 4.6일까지 유효.
v 기존 10개: Philadelphia, Allegheny, Bucks, Chester, Delaware, Erie,
Lehigh, Monroe, Montgomery, Northampton
v 추가 9개: Berks, Butler, Lackawanna, Lancaster, Luzerne, Pike,
Wayne, Westmoreland, York
- 톰 울프 주지사 중요한 의료용품 조달을 위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체
를 위한 웹페이지 개설
https://spportal.dot.pa.gov/ppeinventory/Pages/default.aspx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행정명령 발표(No. 7N)

코네티컷주

1,012명
사망 21명

v 4.30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회적/오락적 모임 금지. 단,
종교집회(사회적 거리 유지 및 최대 50명 제한), 정부 운영,
개인사업장, 소매점 등 사회/오락 활동이 아닌 경우 제외
v 모든 식당, 술집은 픽업을 위한 고객 출입을 제한하고, 원격 주문
및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것. 단, 장비가 없을 경우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음
v 모든 상점은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총기상점의 경우 각 거래내역(판매, 구매, 배경조회)을
보유하고 예약방문만 가능.
v 1회용 비닐백 사용에 대한 세금 일시 중지
v 매장에서는 고객이 재사용가능한 가방에 구매물품을 넣도록 요구
할 수 없음
v 구직기간 최대 21개월까지 현금보조를 지원하던 Temporary Family
Assistance 의 21개월 제한 규정 일시 중지
v 이번학기 주정부주관 평가시험 중지
-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v 3.26일 기점으로 검사대비 확진율 감소. 하루 수치로 속단하긴
힘들지만, 감소세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v 특히 뉴욕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자가진단 및 자가 격리 촉구
- 코네티컷 교도청은 N95 및 수술용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 하루 약

1,400개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으며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보험청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개인배달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주지사와 주택관리국장은 긴급주택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자들을
위한 신규대출 프로그램 발표

델리웨어주

143명
사망 2명

v 임대주에게 직접지급 방식으로 $1,500까지 대출가능
v 자격요건: 1)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인 가구소득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고, 근로시간 단축 증명
v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destatehousing.com/
- 주지사는 인도적 긴급 대출(HELP: Hospitality Emergency Loan
Program)을 확대하여 사업장 적격성을 250만 달러로 높이고, 이발소,
미용실, 네일샾, 뷰티샾 등을 포함시킴
v 사업장별 월 최대 1만 달러 무이자 대출
v 임대로, 공공요금, 필수 지출에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로는
사용불가
v 대출은 10년 만기, 9개월 유예기간
v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연 수입 250만 달러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