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3/20일(금)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7,845명

뉴욕주: 2,694명

뉴욕시: 5,151명

사망 35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7,845건: 뉴욕시 5,151건, 웨스트체스터 
1,091건, 낫소카운티 754건 등. 사망자 35명. 

v 1,250명(18%)가 입원 중
v 총 검사 32,427건, 지난밤에 약 만 건의 검사 시행. 인구수당 

검사는 중국 및 한국보다 더 많음

- 3.22(일) 저녁 8시 이후로 추후 발표시까지 필수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재택근무 100%로 전환 강제. 위반시 범칙금 및 사업장퍠쇄

“These are legal provisions. There will be a civil fine and mandatory 
closure for businesses not in compliance.”

v 이는 자율이 아니며,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These provisions will be enforced)

v 현재 병원수용력은 확진자 증가 대비 2배가 더 필요하며, 
산소호흡기는 3배가 필요하나,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현재 과밀해소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Close the valve) 

v 조치 뿐 아니라 조치를 따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집행을 강제할 것임을 재차 강조

Ÿ 필수 인프라: 전기, 가스, 통신, 공항 및 교통
Ÿ 필수 제조: 식품, 제약 등
Ÿ 필수 소매: 식료품점, 약국
Ÿ 필수 서비스: 청소, 우편, 뉴스 미디어, 은행 미 금융, 건축, 

자동차 수리 및 각종수리용품 판매점, 세탁소, 배달서비스, 
배관공, 애견관리(Animal care)

Ÿ 필수 기타: 보육, 보안, 위생, 복지 등 정부 기능 유지
v 음식배달 및 대중교통은 필수중요 사업에 포함됨
v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추가비용 

없이 모두에게 사용량 및 데이터를 늘려 줄 것을 각 회사에 
요청한 상태

v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운영되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
v 식료품 구입 및 산책을 위해 외출할 경우에도 6피트 유지
v 이미 선출직 공무원 및 사업주들과 상의해 왔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I accept full responsibility). 
v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 더 

시급함을 강조하며, 현재로선 과밀해소가 중점임을 언급. 

- 현 상황을 완화(Flatten curve)시키는 것은 크게, 1)병원시스템을 확대
하는 것과 2)과밀해소를 통한 확산억제(Density Control valve close) 
방법이 있음. 가능하면 모두 실내에 머물 것을 강조.

v 과밀해소를 위해 모든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NYS on 
PAUSE: Policies Assure Uniform Safety Everyone)

v 두가지 규칙: 필수사업만 운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최대한 실내에 머물 것

v PAUSE: 일반인
Ÿ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규모의 모임 폐지 또는 연기
Ÿ 대중접촉시 6피트의 사회적 거리 유지
Ÿ 필수분야 종사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
Ÿ 외부활동시에도 접촉을 요구하는 활동(농구 등)은 자제할 것



Ÿ 필수업무 종사자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이용시에도 사회적거리인 6피트를 유지할 것

Ÿ 아픈 사람은 병원치료 외의 외출은 삼갈 것
v PAUSE: 바이러스 취약계층(고령인, 기저질환자 등)
Ÿ 집에 머물 것
Ÿ 홀로 하는 활동을 위해선 외출 가능
Ÿ 모든 방문객 체온 검사 등으로 예방하며, 다수 방문 금지
Ÿ 취약층 및 이들을 만나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
Ÿ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

- 개인규제 정책에 대해서, 법칙금은 따로 없지만(No civil fine to 
individuals) 금번 재택근무 명령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v CDC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20%가 20세에서 44세 사이이며, 
프랑스의 경우 50% 이상의 확진자가 60세 미만이었던 점을 들며, 
청년층도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하며 증상이 없어도 전염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경각심 및 행동자제 촉구

- 금번 극단적이 제재가 자택체류(Shelter in Place)는 아님을 재차 강조
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당부(words matter) 

- 자택에 머물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고립 및 정신적 문제 
발생(우울증 등)에 따른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곧 고려할 
예정임. 

- 앞으로 90일간 모든 상업 및 개인거주지(Commercial and residential)
에 대해 퇴거(eviction), 계약종료(termination) 금지.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주지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과밀해소의 일환으로 공동 정책 발표. 모든 사업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건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

v 이발소, 미용실, 문신 및 피어싱 사업, 네일 살롱, 제모 서비스 등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개인 미용과 관련된 업종은 
3.21(토) 오후 8시 이후로 영업중지

v 대형쇼핑몰의 실내공간, 놀이공원, 볼링장 3.19(목) 이후 영업중지
v 50명 이하 모임 금지, 식당 및 술집 픽업 및 배달만 가능, 

영화관, 카지노, 헬스장 영업중지 등 기존내용 유지

- 병원 시스템은 건강상태가 심각한 환자 및 필요한 의료침대 수에 따
라 입원률, 중환자실 입원률, 산소호흡기 보급률 등이 정해짐. 공급확
보를 위해 연방정부 및 민간 협력 촉구

v 의료침대 확보
Ÿ 현재 병원들은 사용가능한 의료침대를 5만개까지 확대 중
Ÿ 당장 긴급하지 않은 모든 수술 취소
Ÿ 병원 공간 확충. 병원시설 관련 모든 행정규제 면제
Ÿ 육군 공병대를 비롯한 연방정부 도움 요청

v 인력 확보: 의대, 간호대, 은퇴한 의료계 종사자 연락
v 물품 확보: 개인보호기구, 장갑, 의료용 가운, 마스크 등
Ÿ 현재 제작하지 않지만, 생산가능하거나 팔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정부에서 프리미업 지급으로 구매
Ÿ 골드만삭스에서 기부의사 밝힘
Ÿ 마스크, 가운 등을 만다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강조하며 제작을 

위해 기금이 필요할 경우 뉴욕주경제개발 담당 Eric Gertier 
에게 연락할 것(212-803-3100)

Ÿ 현재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Simonida Subotic(Executive 
Chmber of Product Sales)에게 연락할 것(646-522-8477) 

Ÿ 의료공간 확보: 자비스 센터(Javits Convention Center), 
뉴욕시립대(다수 지역) 및 주립대(다수지역), 포담 대학 등이 
공간제공 동의

v 산소호흡기 확보 시급



Ÿ 산소호흡기는 세계2차대전의 미사일과 동일함(Ventilators are to 
this war what missiles were to World War II)

Ÿ 뉴욕보건국의 규제를 받는 시설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산소호흡기는 모두 주정부에 양도할 것

Ÿ 민간시설의 여분 산소호흡기는 정부에서 빌리거나 구매할 
예정이니 보건국의 Rachel Baker에게 연락(518-281-5210)할 것

- 큐오모 주지사 법률관련 행정명령(4.18일까지 유효)

v 공증은 아래조건에 따라 온라인(오디오/비디오)로 대체
Ÿ 공증이 필요한 사람은 영상을 통해 유효한 신분증 확인
Ÿ 공증인과 신청인은 실시간 화상 연결(기녹화본 송부 금지)
Ÿ 신청인은 뉴욕거주민임이 확인되어야 함
Ÿ 요청인은 서명한 날 팩스나 이메일(electronic means)을 통해 

서명된 사본을 송부해야 함
Ÿ 공증인은 공증사본을 동일한 신청인에게 송부 
Ÿ 집행일 30일 이내에 원본 재공증 가능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뉴욕시 부르클린 1,518건, 퀸즈 1,406건, 맨해튼 1,314건, 브롱스 667
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242건

- 뉴욕시 확진사례 및 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장갑 등 중요한 
의료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므로 연방정부 지원 요청

v N95 마스크 3백만개, 수술용마스크 5천만개, 15천개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며, 현재 산소호흡기 보유량은 3천개에 불과함.

v 의료계종사자는 수술용 가운, 장갑, 작업복, 일반 마스크 및 
의료용 안면 보호대가 각각 4천5백만개 필요 

v 뉴욕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계종사자 인력지원은 1,700명 

- 드블라지오 뉴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연방정부가 의료용품 부족
을 위한 지원에 병력(military)을 동원하지 않음을 비판

- 케네디 국제공항 관계자 확진 판정 후 항공교통관제탑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 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면 항공교통통제는 다른 곳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 뉴욕시 행정청은 필수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 지시. 25
만 명의 행정직원들이 재택하며 필요시 출근 할 수 있도록 대기. 생
명을 구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 관련 운송, 전기전화가스 관련 인
프라, 시정부기본 기능 유지에 한함.  

- MTA, NYPD 등 공무원등의 확진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노숙자 쉼터 
및 교도소 등 공공복지 대상자의 확진도 늘고 있음.  

- 교도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뉴욕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위
험이 높고 재발위험은 낮은 40명의 수감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검찰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 

뉴저지주
890명

사망 11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늘 3.20부터 운영되는 버겐카운티 소재 드라이브 
뜨루 검사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해당 시설에서 하루 
최대 350건 검사 가능하다고 발표. 추가 검사장은 PNC Bank 아트센
터 주차장에 설치될 것이며, 3.23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운영 시작을 
알림  

- 뉴저지는 BioReference 그리고 LabCorp과 파트너십을 맺어 주 전체 
검사 역량을 급증시킬 것이며, 뉴저지 공공 보건 및 환경 실험실은 
장비를 지원받아 곧 하루 1,000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앞
으로 검사장 부족은 뉴저지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3.20 오후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이 없는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 및 관련 진단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waive) 



병원 및 연방 공인 건강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에 요청했다고 알림

- 3.19 저녁 SNS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 접근을 확
대하고, 뉴저지 주 밖(out of state) 전문가들의  면허 절차가 더 신속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expedite)하는 법안에 서명함을 알림. 또한, 뉴
저지 밖 다른 주 의료인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뉴저지 주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해당 제한을 면제(temporarily waived 
restrictions) 

- 3.20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뉴저지 내 모든 양로 보건 센터(adult 
day health care centers)를 폐쇄함을 알림.  

- 3.19 저녁 머피 주시사는 트럼프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과 화상회의
를 갖고,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와 유연
한(flexible) 정액 보조금(block grants)이 현재 시급함을 전달했으며, 
3.20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4개 
주는 정액 보조금(block grants)과 같은 직접적 현금 지원(direct cash 
assistance)으로 총 일천억 달러($100 billion)가 필요함을 밝히며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함.    

- 또한, 3.19 저녁 머피 주지사는 퇴출(evictions) 또는 압류(foreclosures)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주거 시설에서 내쫓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을 제정함(enacted a moratorium) 
v 그 어떤 임차인과 주택소유자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 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시설에서) 퇴출 될 수 없음 

펜실베니아주
268명

사망1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3.20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보건부 국장은 이번주 CDC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자 20%가 20-44세며, 
해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약 50%가 54세 이하인 점을 강조하며, 
부디 집에 있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할 것을 강조 

- 톰 울프 주지사 3.19 저녁 펜실베니아 주 내 생명 유지와 관계없는 
사업장(non-life-sustaining businesses) 모두 저녁 8시부터 문을 닫을 
것은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3.21 토요일부터 강제 
조치(Enforcement actions)를 가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발표
v 소환(citiation), 벌금(fine), 면허 정지(license suspensions)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커네티컷주
159명

사망 3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히기 위해 
모든 민간 기관이 검사 음성반응의 경우도 보고할 것을 명령

- 행정명령 발표(No. 7G)

v 4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양당의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을 모두 6월 
2일로 연기

v 중요하지 않은 법원 운영활동 및 관련 요구 중지. 소송관련 장소, 
시간등 요건을 포함하며 각종 법원기일에 대한 요구도 중지 

v 주류판매 허가를 가진 식당과 술집의 경우, 밀봉된 주류 
픽업판매만 가능하며, 모든 주류판매는 음식주문과 함께할 때마 
가능. 주류배달은 불가.

v 뉴욕과 동일하게, 3.20일 오후 8시 기점으로 미용실, 이발소, 문신 
및 네일 숍 등은 모두 영업중지

v 원격진료의 의미를 온라인 전화 서비스에서 확장하여, 방문요건 
및 거주요건 완화. 원격진료에 대한 추가요금 청구 금지

v 노인학대 사례 조사를 위한 주정부 공무원의 직접방문 중지 및 
조사보고 기한 연장

- 15개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개설. 검사를 위해선 사전 의사의 진찰 
필수

- 커네티컷 교통국은 흴체어를 탄 승객을 재외한 모든 승객은 버스 탑
승시 뒷문을 이용해야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발표.

- 고속도로 휴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내부에서 식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

델리웨어주 38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주지사 행정명령 발표(No.38, 주자사가 비상사태를 철회 할 때까지 
유효)

v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서비스국(DSCYF: Department of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에 보육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권한은 아이의 복지가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한 보육시간, 등록가능나이, 직원/아이 비율, 
교사 및 보육사 훈련요건, 외부방문 등의 수정 중지 포함 

v DSCYF는 보육사와 협력하여 의료인, 응급의료 직원, 법 집행인 
등 기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대한 비상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델라웨어 보험국은 보험사에 다음 사항 권고

v 사전 승인 요구사항 면제
v 미지불 또는 지불 지연으로 인한 보험 취소 및 갱신 취소의 

자발적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