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 조치 및 동향
2020.8.26.(수)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 8.26.(수)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431,340건, 뉴욕시
232,825건
v 누적 사망자수: 25,305명
- 쿠오모 주지사 일일 검사 동향(8.25. 기준) 발표
v 총검사: 71,189건
v 신규확진: 566명(0.79%)
v 지역별 현황
Ÿ 뉴욕 10개 지역 일일 확진율(%)
일일검사 확진율
New York City
Capital Region
Central New York
Finger Lakes
Long Island
Mid-Huds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Southern Tier
Western New York

431,340명

뉴욕주

뉴욕시: 232,825명

사망 25,305명
(뉴욕주 보건청)

8.21
0.7%
0.5%
0.5%
0.6%
0.7%
0.7%
0.4%
0.8%
0.5%
1.4%

8.22
0.8%
0.5%
0.2%
0.5%
0.8%
0.8%
0.3%
0.3%
0.6%
1.8%

8.23
0.7%
0.4%
0.7%
0.3%
0.6%
0.8%
0.2%
0.1%
0.5%
1.1%

8.24
0.8%
1.4%
0.8%
0.5%
1.1%
1.0%
0.8%
0.5%
0.3%
1.8%

8.25
0.9%
0.5%
0.6%
0.5%
0.9%
0.9%
0.2%
0.6%
0.3%
1.4%

- 8.26. 쿠오모 주지사는 일일 확진율이 19일 연속 1% 미만을 유지중
이라고 발표
- 8.26. 쿠오모 주지사는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나
타나지 않는다면, 건강상 취약자가 아니거나 검사권고를 받지 않는
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CDC의 신규 지침 비판
v CDC 수정 지침
If you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in 6 feet) of a person
with a COVID-19 infection for at least 15 minutes but do not
have symptoms: You do not necessarily need a test unless you
are a vulnerable individual or your health care provider or
State or local public health officials recommend you take one.
v 이 수정 지침은 검사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임. 더 적은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더 적은 확진사례 보고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음.
Ÿ

v 이는 공공보건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는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정책적 실패를 조장하는 것임
“It totally violates public health standards and rationale and just
fosters his failed policy of denial - "COVID's not a problem”
v 공공보건을 정치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정치화하는 것임
“When you can politicize public health, which is actually
politicizing national security”
v CDC는 그동안 틀린 적이 더 많았으며, 우리는 CDC가 대통령에게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They have been wrong more than they have been right and we
know they have been bullied by the president.”

- 8.26.(수) 업데이트 기준 확진자 수: 브루클린 64,572건, 퀸즈 69,870건,
맨해튼 31,885건, 브롱스 51,292건, 스테이튼 아일랜드 15,206건 등
v 뉴욕시 집계 사망: 코로나바이러스 확인(Confirmed) 사망 19,030,
코로나바이러스 가능(probable) 사망 4,639
- 8.26. 바이러스 관련 현황
v 일일 동향 수치(threshold)
Ÿ

일일신규입원: 현재 71명(2.78% COVID확진)

Ÿ

7일 평균 신규 확진 550명 미만: 현재 233명

Ÿ

확진율 5% 미만: 뉴욕시 현재 0.83%

- 8.26. 드블라지오 시장은 신규 확진 사례의 20%가 경보지역 여행자로
추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행관련 건강 서류 작성 및 2주 격리 규
정 준수 촉구

뉴욕시

v 현재까지 3,000개의 차량 검사지점에서 2건의 소환장 발부,
12,000개 이상의 얼굴 덮개 배포
v 뉴욕주민에게 필수적 상황이 아니면 여행 자제 촉구
- 8.26.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재개 관련,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 (Bridge to School)발표
v 학생들이 배우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활동 제공
v 학생을 돕기 위한 교과과정 수립: 슬픔, 우울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료와 수업 제공
v 교사 및 학교장 훈련: 로빈후드 재단, 그래이 재단 등과
협력하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v 대면/원격 지원: 교육자에게 신속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
-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 예산 수정관련 학교 기금 상세계획 발표

뉴저지주

190,306명
사망: 14,134명
(뉴저지 보건청)

v 학교 예산은 현황 유지
v 연방 COVID-19 구제기금 중 1억 달러는 원격/대면 수업 재개
지원 비용으로 지출할 것임
v 예산에서 6,800만 달러 유치원(Pre-K) 프로그램 지원, 이중
1,000만 달러는 새 학구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데 사용
- 머피 주지사는 체육 시설 재개 및 신규지침 발표

펜실베니아주

130,536명
사망: 7,624명
(펜실베니아 보건청)

v 피트니스 센터(Gym), 실내 오락시설 공간 사용율 25% 이내로
9.1부터 재개
v 그룹 피트니스 수업은 200 ft²당 1명 제한으로 재개
v 모든 직원 및 회원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v 모든 직원 및 회원 시설 출입 기록
v 기구 간 간격 6피트 유지 및 정기적 소독 의무

코네티컷주

52,040명
사망: 4,463명
(코네티컷 보건청)

- 울프 펜실베니아주지사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퇴거유예 행정명령
이 8.31로 만료됨에 따라, 주지사에게 더 이상 연장의 행정명령 권한
이 없는바,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 및 지원 법안(Act 24) 수정을 주
의회에 요청함
v 지난 7월, 퇴거 유예 행정명령은 갱신하였으나,
비상사태강령(Emergency Services Code)은 관련한 추가 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v 5월에 발의된 Act 24는 연방구제기금(CARE Act)을 사용하여
임대보조금 1억 5천만 달러, 저당 보조금 2,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750의 한도규정 때문에 실직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음

델라웨어주

16,986명
사망: 604명
(델라웨어 보건복지청)

- 울프 주지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모든 학교가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 형평 법에 해당하는 소수인종, 저소득, 영어교육필요, 장애인 학
생을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특히 타격이 심하다고 언급하며, 약
18만 명의 학생 대상 220개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1,700만 달러를 지원함을 발표.
- 카니 델라웨어주지사는 8.26. 비상사태 선언 25번째 수정안에 서명
v 어린이 마스크 착용관련 수정 가이드라인 공식화
v 학교 당국은 확진자가 학생들과 같은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사실
발견 시 학생 및 가족에게 즉시 공지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