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3/30일(월)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3.30(월)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66,479건: 뉴욕시
36,221건
v 사망자: 1,218 명
v 현재입원: 9,517명, 중환자실: 2,352명, 퇴원: 4,204명
v 총 검사: 약 186,000건
- 쿠오모 주지사는 3.30(월) 언론발표를 통해 확진율이 두 배가 되는
증가속도는 떨어지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명백한 사실
이며, 대중의 책임과 의료시스템 두 가지 임무가 있음을 강조
v 대중의 책임: 1)자택 거주. 필수업종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
것(Stay home) 2) 사회적 거리 유지(No proximity) 3) 과밀해소(No
density)
v 의료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최전방의 싸움이며, 의료 인력은
군대에 해당함(The front-line battle is our health care system).
타주 의료인의 지원 요청
v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plan forwa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점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위해 지금
재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폭풍이 닥친 시점에선 이미 늦는다고
언급.(You have to prepare before storm hits)

66,479명

뉴욕주

뉴욕시: 36,221명

사망 1,218명

- 쿠오모 주지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주 모든 의료관계자 회의를
개최(Entire statewide healthcare establishment), 향후 자원 공유 및 의
료진 협력을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임.
- 쿠오모 주지사 단결(Unity) 강조
v 코로나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연합과 단결이 중요
v 정치, 당파, 계층 연합 강조(No politics, no partisanship, no
division).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음. 특히 공화당/민주당의
구분 없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
- 100% 재택근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PAUSE(Policy to Assure
Uniform Safety for Everyone)를 4.15(수)까지 추가 2주 연장.
- 뉴욕주 워드워스(Wadsworth Lab)은 새로운 진단검사 개발 및 금주
중 시행예정.
v 의료진 감독하여 자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의료진과 감염자간의
접촉을 줄이므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검사.
-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각 학교의 보육(day care) 무료 제공
- 4월 28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경선은 6.23일로 연기.
- 트럼프 대통령 임시진료소 4개 추가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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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정책으로 쿠오모 주지사 지지율 급상승.

v 월요일 발표된 시에나대학(Siena College) 여론조사에 따르면,
7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척 슈머 상원의원(52%), 전
부통령 조셉 바이든(51%) 보다 높은 수치로, 현재 뉴욕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v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오전 폭스 뉴스에서,
쿠오모가 조 바이든 보다 나은 후보자(I think he’d be a better
candidate than Sleepy Joe)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칭찬으로
여기겠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으며,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파트너쉽으로 이 상황을 타계해 나갈 때라고 언급
"I said from Day One I wasn't running for president, and I am not
running for president now, I am not playing politics. I just want
partnership to deal with this.”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민에 대한
여행경보 발표. 향후 2주간 비필수적인 국내이동을 삼갈 것. 필수사
업 종사자(트럭운전수, 공공의료진, 금융서비스, 음식 서비스 등)는
해당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뉴욕지역에 대한 강제격리(Enforceable
quarantine)의 가능성에 대해 트위터에서 언급이후 곧 철회했으나(not
necessary), 텍사스 및 플로리다의 뉴욕주 여행자 강경 제한조치(위반
시 형사 범죄로 취급)와 유사한 제제를 가하는 주가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음
v 텍사스 주지사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에서 항공편으로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할 것을 명령. 위반 시 범죄로
간주되어 60일 징역 또는 500 달러 범칙금 부과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으며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주 경찰이 격리장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기보고). 루이지애나,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추가.
v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는 뉴욕 번호판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14일 자가 격리를 명령했던 것을 철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타주의 모든 방문자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명령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v 플로리다 주지사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플로리다로 들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명령 및
플로리다에 머무는 기간 동안 고립 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위반시 60일 징역 또는 500달러 벌금. 또한 뉴욕과
뉴올리언스에서 오는 차량이 많은 I-95, I-10 고속도로에서 방문자
검사.
v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으로부터 오는 방문자에 대한 자가 격리 지침 발표.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3,000달러 벌금.
v 델라웨어 주지사 모든 타주의 방문자 14일 자가 격리 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v 하와이는 모든 주 방문자 자가 격리 14일.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5,000달러 벌금
v 알래스카 모든 주 방문자 자각 격리 14일.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25,000 달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3.29(일) 오후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8,887건, 퀸즈 10,737건, 맨해튼
5,582건, 브롱스 6,250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1,984건
v 사망 776 명

뉴욕시

- 미해군병원서 뉴욕시 허드슨강(Pier 90, 맨해튼 50가) 도착. 1000개의
병상, 1,200명 의료진, 12개 수술실을 갖춘 병원선으로 24시간 운영.
v 이 중 750개의 병상이 즉시 사용 예정.
v 병원선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뉴욕시 병원시설 부족을 위한
지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외의 환자를 다룸.
v 조셉 오브라이엔 대령은 바이러스의 병원선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마스크 부족의 다른 이유 제기에 대해, 드블라
지오 시장 강력한 분노 표출(Insulting and outrageous)

v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동안, 아무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뉴욕시의 의료물품 부족은 사람들이 사재기 또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아닌 병원의 문제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모르지만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v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중치 못한(insensitive)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필 머피 주지사 3.27 금 저녁 뉴저지 주 방위군 (national guard) 동원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음을 발표
- 3.28 토 뉴저지 의료보건시설 자금국(New Jersey Health Care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은 600만 달러 긴급 구호 융자 프로그램
(emergency loan program)을 승인하여 뉴저지 주 내 의료보건 시설
지원
- 또한, 필 머피 주지사 3.28 토 뉴저지 의료 제공자/ 시설에게(health
care provider) 코로나 대응을 위해 1.4억 달러($140 million) 선불을 지
급할(Pre-payment) 것을 발표
v 선불 지급 내역: 6천730만 달러($67.3 million)는 자선 케어(charity
care), 6천50만 달러($60.5 million)는 전공자 졸업 후 의료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그리고 1천460만 달러($14.6
million)는 대학 병원을 위해 쓰여 의료 역량을 키울 것
- 3.28 토 시티은행, 체이스은행, US Bank, Wells Fargo, Bank of
America 및 이 외 40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90일 담보 대출금 지
불 유예기간 (grace period for mortgage payments) 승인 발표
v 머피 주지사 유예 기간으로 개인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강조
v 또한 대출 기관은 연체료(late fee) 및 유예 기간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면제해줄 것.

뉴저지주

16,636명
사망 198

- 필 머피 주지사 3.28 토, 뉴저지 내 지정된 의료보건 시설 모두 매일
개인보호장비(PPE) 재고, 침대 그리고 인공호흡기(ventilator) 데이터를
뉴저지 긴급 재난관리 사무소(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와 보
건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v 이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 역량을
관리하기 위함
- 3.28 토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개인보호장비 공개
v N95 마스크 12만개, 수술용 마스크 28만 7천개, 수술용 장갑
5만1천개 이상, 의료 침대 1천개 등
- 머피 주지사 3.28 토 저녁 트럼프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과 뉴욕, 뉴
저지, 코네티컷에 적용된 CDC여행 경고(travel advisory)에 관한 화상
회의 결과 공유
v 해당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non-binding) 기존 Stay at home
행정명령 조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즉, 기존Stay at home
행정명령 조치 변동 없이 유지)
- 버건카운티 장은 3.30 월 오후 12:30부터 드라이브 뜨루 검사장을 확
대하여 증상을 보이는 예약 환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발표
v 기존의 Bergen Community College 소재 검사장 이 외 추가 시설로
버건카운티 주민만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

v 또한 버건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동
대응자(first responders) 및 의료진은 계속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발표 (반드시 ID 지참)
v 위치: Bergen New Bridge Medical Center, 230 East Ridgewood
Avenue in Paramus, N.J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현재 필라델피아 시 포함 Stay at home 행정명령 대상 카운티 총 19
개, 3.28 토 3개 지역 추가로 총 22개 카운티
v Beaver, Centre, Washington 카운티 추가
- 울프 주지사 3.28 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임시적으로 의료 면허 조건 부분적으로 면제(temporary licensing
waivers) 허용 발표

펜실베니아주

4,087명
사망 49

v 은퇴한 의료진, 다른 주(out of state) 의료진 및 현 의대생 등의
인력이 펜실베니아 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return to the
field) 하기 위함
- 울프 주지사 3.26 목 미국 농림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장관
에게 서안 보낸 후, 3.28 토 재난 식량 배부 (Disaster Food
Distribution) 승인을 받았음을 발표
- 톰 울프 주지사 3.29 일 펜실베니아 주 주요 재난 선언(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New Jersey) 연방 정부에 요청
- 3.27 금 펜실베니아 주 대선후보 경선 일정 4.28에서 6.2로 연기됨에
따라, 선거인 등록 마감5.18까지 그리고 우편투표 신청 마감은 5.26까
지로 조정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3.27일 행정명령 발표(No. 7O)
v 공중보건청 관리의 면허증 갱신 및 검사요건 중지
v 의료진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유효한 아이디를 가진 경우
타병원에서 진료 가능
v 제조사들은 FDA와 CDC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손세정제,
개인보호장비, 의료장비 등을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생산가능
v 장애유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Birth-to Three 비용 면제

코네티컷주

1,993명
사망 34명

- 코네티컷 유소년국(Early Childhood)은 신생아부터 12세를 대상으로 한
기금 제공. 또한 바이러스 초기 대응자들(응급구조원, 의료진 등) 자
녀의 보육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보육기관에 총 450만 달러 지원.
- 코네티컷 DMV는 운전학교 온라인 교육 제공
- 교통청은 대중교통을 축소된 스케줄로 운영
-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3.28일 행정명령 발표(No. 7P)
v 응급구조요원 및 의료진에게 적절한 주거 보장
v 노숙자에게 덜 혼잡한 숙소 제공
- 정부의 경기부양책 2조 달러 발표 이후, 사기성 이메일, 전화 등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델리웨어주

232명
사망 6명

- 주지사 행정명령 일부 수정 발표
v 3.30(월) 오전 8시부터 타주에서 델라웨어로 들어온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v 자가격리는 1) 집, 호텔방, 임대숙박시설 등 격리된 장소에
머물고 2)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 가지 않고 3)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며 4)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v 자가격리는 14일 또는 방문자가 델라웨어주에 머무는 기간
v 예외: 1)타주에서 필수업무 위해 델라웨어에 출근하는 자, 2)가족
친구, 애완 동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하는 자 3) 델라웨어를
지나가는 여행자
v 이미 14일 이내로 델라웨어에 있는 타주 거주민은, 즉시 14일의
남은 기간 동안 자가 격리. 거주하고 있는 주로 돌아갈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v 의료 조치를 위해서 격리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
v 자가격리자는 교통, 숙박, 음식, 의료비 등 격리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
v 위반시 형사범죄에 해당함. 주의 경찰은 이 명령의 준수를 위해
교통정지를 시행할 수 있음(타주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정지시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