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3/11일(수)

지역
확진환자

(양성판정 포함)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216명

뉴욕주: 164명

뉴욕시: 52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대비

-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216건: 웨체스터 121건, 뉴욕시 52건, 
낫소카운티 28건, 록아일랜드카운티 6건, 사라토가 카운티 2건, 서포
크 카운티 6건, 울스터 카운티 1건. 이 중 32명이 입원조치 중이고 
나머지는 자택 격리.

v White Plains에 거주하며 웨체스터 법원에 근무하던 검사 확진. 
6개의 법원 방들은 방역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관련자 및 
접촉자들은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

- 뉴욕시는 3가지 트랙(검사, 과밀해소, 커뮤니케이션)으로 바이러스 상
황에 대처하고 있음.

- 검사역량 증대를 위해 현재 뉴욕의 200여개 민간 실험실 중 전문가
들이 있고 기존에 뉴욕주와 연계되었던 28개의 실험실과 논의 중에 
있음. 

v 현재 검사는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수동과 일부 
자동화(semi-automated)가 시행중이며, 완전 자동화를 위해 일부 
절차에 대한 FDA을 기다리는 중

- 과밀해소를 위해 뉴욕주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
하고, 재택 근무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 뉴욕주는 자택 격리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에게 임금 지급.

-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사람사이에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 

- 3.19(목)부터 뉴욕 주립대(SUNY)와 뉴욕 시립대(CUNY)는 남은 봄학기
를 모든 수업을 원거리학습(Distance Learning)으로 진행할 예정

v 캠퍼스 폐쇄는 아니며, 학생들 과밀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부 실험실에서 소규모 수업 등 여러 방안을 마련 중임

v 기숙사는 당분간 계속 운영하며, 다른 숙소를 찾기 힘들거나 집에 
돌아가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 계속 머무를 수 있음

v 수업이 꼭 캠퍼스에서 행해져야 하는 등 예외적이고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

- 뉴로쉘 지역 폐쇄도 과밀해소 정책의 일환임.“You're not containing 
people, it's facilities”쿠오모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봉쇄구역지정은 회
당, 학교 등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식료품점, 델리 등은 개방하며, 지역 내 도로 출입도 제한받지 
않음. 주지사는 수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역지정은 대규모 모임
을 막고, 지역 내에서 바이러스검사를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

- 국제자동차쇼, 하프마라톤을 포함하여 각종 큰 이벤트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오늘 중 세인트 패트릭데이 퍼레이드(St. Patrick’s 
Day Parade)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감사원장 디나폴리(Dinapoli)에게 코로나바이
러스 영향 관련하여, 주정부 세입예측을 재조명 할 것을 촉구

-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경찰 증오범죄팀(Hate Crimes Task Force)에 



화요일 오전 발생한 동양 여성 공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강
력히 지시. 쿠오모 주지사는 아시아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에 책임
이 있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며, 뉴욕에서 그 누구도 출신과 
외모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언급. 다양성(Diversity)이 뉴
욕을 가장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

  "No one in this state should ever feel intimidated or threatened 
because of who they are or how they look. Diversity is our greatest 
strength - it's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New York great - and 
in difficult times we need to band together even tighter."

v 화요일 오전 맨해튼 한인타운 근처(34가 5&6 애비뉴)에서 동양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에게 공격을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턱관절 탈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대비

- 뉴욕시 공립학교는 금주 학부모-교사 회의를 취소하고, 전화나 화상
채팅으로 전환.

-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은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예매율은 떨어
지기 시작. 공연관계자들은 가능하면 공연을 지속할 생각이며, 정부
의 명령 시에만 모든 공연을 같이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 단, 배우들
이 무대 앞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던 전통은 당분간 중지.

- 뉴욕시는 유연근무제 실시, 재택근무 실시, 붐비는 시간대에 대중교
통 사용 자제 등 촉구  

- 3.10(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장 코리 존슨(Johnson)은 아시아인, 유
태인, 마스트 착용자에 대한 공격이나 차별을 그만 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 뉴욕시장 드블라지오(deBlasio): 1) 연방정부에 보건 및 병원 종사자에
게 특히 필요한 N95마스크 30만개 추가요청 2)질병조사관 수도 2배 
늘릴 예정 3)바이러스 관련 잘못된 정보와 혼란이 있는 가운데, 헌혈
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함으로 지속적으로 헌혈 할 것 권
고. 3) 증오범죄가 있으면 뉴욕경찰이 조사할 것이며 차별을 경험하
였으면 즉시 311로 연락할 것

뉴저지주
23명

사망: 1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3.10 화요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
사 및 검사 관련 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것이라고(waive) 발표

v 면제 대상 의료 서비스에는 응급실, urgent care 클리닉 그리고 
개인 병원(doctor’s office)에서 하는 검사(testing)가 해당됨

v 수혜자는 주 정부 근로자(state workers)와 학교 선생님; 뉴저지 
주 의료보험에(state’s health exchange) 가입된 사람들과 뉴저지 
주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19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개인 보험은 없으나 charity care에 해당하는 사람들(charity care는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보험으로 저소득 환자에게 제공됨)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200만 명 정도가 될 것

- 3.11 수요일 필 머피 주지사는 SNS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종
차별의 이유가(excuse) 될 수 없다며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상
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 같은 뉴저지 주민으로서 통합을 
강조 

- 3.11 수요일 부주지사는(lieutenant governor)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
해 뉴저지주가 CDC로부터 연방정부 보조금으로(federal grants) 1,400
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임을 공개(14 million dollars)

- 뉴저지 보건부 국장은(health commissioner) 기자회견 중 community 
spread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감염 근원/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
를 의미하며(the source of infection is unknown)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community spread가 이미 발생한 지역이나 나라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현재 
뉴저지주 양성 판정자 두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 발표.  

- 현재까지 뉴저지주 공공실험실에서 80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역량 
보강을 위해 공공실험실 인력 및 장비 보충

펜실베니아주 15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펜실베니아 보건부 3.11 수요일부터 검사 세부 내역 공개하기 시작 
(현재까지 총 103건) 이 중 CDC 확진자 2명 발표 (Delaware 카운티 1
건과 Wayne 카운티 1건) 

- 3.10 화요일 오후 필라델피아 시정부 첫 양성 판정자 1명 발표 

v 해당 양성 판정자는 성인으로, 이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게 노출되었던 적이 있으며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이라고 
보도됨

- 3.11 수요일 펜실베니아 보건부 회사/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v 직원의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근거로 차별하지 말 것 
v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v 아픈 직원들은 집에서 쉴 것을 강력히 권할 것 등 

- 또한 양로원, 투석 시설(dialysis facility) 및 방문의료기관(home health 
agency)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제공 

커네티컷주

3명 

검사: 74명

음성: 71명

양성: 3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주지사가 경계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Civil Preparedness and Public 
Health Emergencies) 선포

- 주지사가 특정 주법 및 법규의 잠정 중단 등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주정부 보험국 여행 보험사들의 적합성을 점검, 소비자 보호국은 가
격담합 금지 시행 현재 시정부의 권한인 휴교 및 대규모 집회 허용
결정 주지사 위임 

- 코러나바이러스 관련 사이버 사기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가 배포하는 
정보만을 신뢰할 것을 권고

- 수감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던 $3 당분간 중지.

델리웨어주

없음

검사: 20명

음성: 17명

양성: 0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주정부 보험국 국장은 모든 보험사들에 아래 사항 상기

v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필수 건강 (EHB: Essential Health Benefits)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이 면제되어야 하며, 연단위 
등 금액 제한을 둘 수 없음

v 원격진료 프로그램또한 보장에 포함되어야 함
v 보험회사 연계 의료기관에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이 없으면 out-of-network도 가능하게 해야 함
v 처방약 및 응급서비스 또한 EHB이며, 보장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