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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단계 및 3단계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제 이동자의 자가격리 및 건강 

보고서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CDC가 공항의 선별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시행된 주지사 행정명령  

  

뉴욕주 보건부는 국제 이동자에게 자가격리가 계속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고지  

  

이러한 조치는 뉴욕의 집행 노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염이 발생한 

주에 대한 코로나19 여행 경고에 이어 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단계 및 3단계 국가에서 뉴욕에 입국하는 국제 

이동자에게 자가격리 의무 및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건강 보고서 

작성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바이러스 2차 웨이브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 전염 방지 노력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뉴욕주는 2020년 3월부터 2단계 또는 3단계 국가에서 뉴욕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요구했으며, 해당 국가는 세계 3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입니다.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는 국제선 항공편을 

운영하는 공항에서 계속 선별 조치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을 위해 

이동자를 적절한 지역 보건부에 배당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부 커미셔너는 

비상 보건 명령(Emergency Health Order)을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개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부 여행자 건강 보고서(Department of Health Traveler Health)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위해 이동자는 여기를 방문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항 선별 검사를 중단하기로 한 CDC의 결정은 뉴욕이 코로나19 대응 노력에서 이루어 

낸 성과가 더욱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부는 2단계 및 3단계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동자에게 의무 자가격리 조항을 

통지하는 한편, 국제 이동자에게 뉴욕주 여행객 건강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주정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 및 필수 자가격리가 적용되지 않는 31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merican Samoa  

https://forms.ny.gov/s3/Welcome-to-New-York-State-Traveler-Health-Form


 

 

• Anguilla  
• Bonaire  
• Brunei  
• Cambodia  
• Cayman Islands  
• Dominica  
• Falkland Islands  
• Fiji  
• Guernsey  
• Greenland  
• Grenada  
• Isle of Man  
• Laos  
• Macau SAR  
• Marshall Islands  
• Mauritius  
• Micronesia  
• Montserrat  
• New Caledonia  
• New Zealand  
• Palau  
• Saba  
• Saint Barthelemy  
• Saint Kitts and Nevis  
• Saint Lucia  
• Saint Pierre and Miquelon  
• Sint Eustatius  
• Taiwan  
• Thailand  
• Timor-Leste  

  

오늘의 행정명령은 뉴욕의 지속적인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이 발생한 주에 대하여 코로나19 여행 경고(COVID-19 Travel Advisory)의 성공적 

시행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해당 여행 경보는 지역사회 확산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으로부터 뉴욕에 온 개인에게 14일 동안 격리를 의무화합니다. 해당 격리 조치는 

7일 연속 평균 양성 검사 비율이 주민 100,000 명당 10명의 비율보다 높은 지역 또는 7일 

연속 평균 양성 비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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