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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주지사, CHAD WOLF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모든 국제선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 발송  

  

DHS, CDC, HHS에 즉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PCR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하도록 요청  

  

영국의 변이 코로나19로부터 뉴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매주 70,000~80,000명의 국제선 승객이 JFK 공항으로 입국  

  

서신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국토 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Chad Wolf 장관 대행에게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약 120개국이 국제선 승객에게 항공기 탑승 전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 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으로 통해 매주 70,000~80,000명의 국제선 승객이 입국합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영국발 승객에게 음성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3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6일  

  

Wolf 장관 대행 귀하  

  

저는 매우 긴박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질병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협력하여 국제선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출발 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PCR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매주 미국 외의 지역에서 JFK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의 수가 70~80,000명에 

달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국내선 항공편 담당 인력으로 100명 이상을 배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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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까지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선은 연방 공항의 이러한 구역은 세관 및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및 CDC에 의해 단독으로 연방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한 명이 도착한다면,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많은 국가들은 11월 또는 12월 항공편을 전면 중단하거나 이러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역 및 검사 의무 조항을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 

120개국에서 모든 승객은 음성 검사 결과를 탑승 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십 

개국은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영국발 

승객에게만 음성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인 "B.1.1.7"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염성이 50~70 퍼센트 강하며, 

30개국 이상에서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11월 

영국 총 확진 사례의 1/4에 불과했으나, 단 한 달만에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및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도 현재 확인되었으며, 두 가지 모두 

전염성이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매우 급하게 개발한 백신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근원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확진자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뉴욕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항 통제에 실패하여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은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대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을 비롯한 다른 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전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명령하십시오. 단순히 영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변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관 및 국경보호청만이 우리를 

향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참조:    Azar 장관, 보건복지부  

Redfield 박사,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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