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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아태계 주민들을 위한 안내
리치몬드, 버지니아 - 2020 년 3 월 30 일자 최신정보- 버지니아 아시안
자문위원회(VAAB)는 아태계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관해 주지사에게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태계 주민들의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 월 11 일 세계적
유행감염병으로 선포한 코비드 19 에 관해 그동안 수많은 대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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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안 자문 위원회의 지역리더들은 우리 커뮤니티,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참고할 주요사항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전체와 미 전역에 걸쳐 상황이 매일 급변하고 있으니 실시간 정보를
받으시려면 아래 웹사이트와 @GovernorVA 페이스북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에 관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들
• 버지니아 보건부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http://www.vdh.virginia.gov/surveillance-and-investigation/novel-coronavirus/
보건부 전화번호 877-ASK-VDH3
• 버지니아 주 코로나 19 최신정보: https://www.virginia.gov/coronavirusupdates/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q-a-coronaviruses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

확산지연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일 –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지침서-

15 일간의 코로나 19 확산지연책에 관한 정보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03.16.20_coronavirus-guidance_8.5x11_315PM.pdf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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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들은 무엇인가요?
•

노덤 주지사가 코로나 19 를 대처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발표하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4722-en.html

•

주지사와 보건국장이 고객 10 명 이하 제한 시행령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리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media/governorvirginiagov/governor-of-virginia/pdf/Order-of-theGovernor-and-State-Health-Commissioner-Declaration-of-Public-Health-Emergency.pdf

•

노덤 주지사가 코로나 19 대책과 피해를 입은 버지니아 주민들을 돕는 새로운 방책을 발표하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4487-en.html

•

노덤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2949-en.html

•

노덤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19 를 물리칠 추가방침을 설명하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3537-en.html

•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

버지니아 보건부가 지역별 확진자 수를 수시로 살피며 웹사이트에 매일 최신 소식을 올린다.
http://www.vdh.virginia.gov/surveillance-and-investigation/novel-coronavirus/

•

코로나 19 검사가 주정부 소속 실험실인 Division of Consolidated Laboratory Services
(DCLS)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실시되는 검사는 며칠씩 걸리던 결과가 이제는 몇시간
안에 나온다. https://dgs.virginia.gov/globalassets/business-units/do/documents/newsroom/virginiaspublic-health-laboratory-begins-testing-for-coronavirus-disease-2019-covid-19.pdf

•

코로나 진단키트가 많지 않아서 버지니아 보건부는 DCLS 에서 시행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정했다. http://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3/2020/03/VDHUpdated-Guidance-on-COVID19-Testing_03132020_FINAL.pdf

•

노덤 주지사가 몇몇 비 필수 사업체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5292en.html?fbclid=IwAR33MPw0xWkV2D9qbrBGmOePe5QyJ-XLIvCV4Vb5cmO3z45u0JGbr8uJwlI

•

주지사가 주 전역의 재택 주문을 발행합니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5702-en.html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대형집회를 계획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십시오.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03.16.20_coronavirusguidance_8.5x11_315PM.pdf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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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덤 주지사가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65 세 이상 주민들의 자가격리가 포함된 연방정부 지침을 따를 것을 간청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overnorVA/videos/142958733717084/UzpfSTE5MDA1MDUxMTAyMTIzNzE
6MjQ4MzU5NjQxNTIzNjU2OA/

•

당신의 건강과 코로나 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버지니아 보건부의 수칙을 따르십시오.
http://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3/2020/03/MM_Low_Risk_03082020.pdf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했을 때 당신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버지니아 보건부
수칙을 따르십시오.
http://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3/2020/03/MM_Close_Contact_03082020.pdf

•

당신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코로나 19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버지니아
보건국의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개인별 그리고 가족단위별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http://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3/2020/03/Checklist-for-COVID-19.pdf

•

만일 당신이 코로나 19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든다면 가족등 주변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sick-with-2019-nCoV-fact-sheet.pdf

그 외에 버지니아 주민들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아태계를 향한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 그리고 죄인취급하는 사건들을 보고하십시오. 버지니아 보건부가
코로나 19 와 공중보건을 위해 일하는 동안, 아시안 자문 위원회는 아태계 커뮤니티의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 죄인취급 등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커뮤니티 주민들 그리고 사업체에 관하여 위험수준을 넘는 이야기와 그릇된 정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덤
주지사가 이런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지사와 참모들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기대해봅니다.
바이러스가 비록 중국 우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국적, 인종이나 민족성을 운운해서는
않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주 점검해보십시오.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움과 그릇된 정보로 인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법부장관 사무처에서는 증오범죄에 관련된 자료를 공급하며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https://www.oag.state.va.us/programs-initiatives/no-hate-va 전화는 (804) 225-2292.
•

만일 당신이 직장이나 공공장소, 또는 사적장소나 학교에서 희롱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법무장관 사무처 소속인 인권부서인 (Division of Human Rights)에 신고하십시오.
전화번호는 804-225-2292 그리고 이메일은 Human_Rights@oag.stat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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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만일 가정이나 이웃에서 희롱이나 차별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버지니아 Fair Housing
사무실에 보고하십시오. 전화 888-551-3247 이메일 fairhousing@dpor.virginia.gov.

•

만일 증오범죄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서나 지방 법무처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연방수사본부 (FBI)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 FBI 사무실 연락처를 아시려면
여기를 누르시고 https://www.fbi.gov/contact-us/field, 그리고 온라인 서류 작성은
https://tips.fbi.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주지사는 150 만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과 수천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코페이를 없애는 등,
건강혜택범위를 늘렸습니다. https://coverva.org/materials/COVID 19 One Pager 3_19_20 FINAL.pdf

•

주지사는 버지니아 육아 보조금 프로그램에 등록된 육아 서비스 제공자나 가족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https://www.dss.virginia.gov/cc/covid-19.html

•

코로나 19 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는 연방재난융자를 낮은 이자율로
2 백만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중소기업청 SBA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부채, 월급, 외상매입 계정, 그리고 다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disasterloan.sba.gov/ela/

•

버지니아 교도소 관할국은 앞으로 30 일동안 주의 교도소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직접방문을
모두 중단하며 지역 교도소간의 이송을 중지합니다. https://vadoc.virginia.gov/news-pressreleases/2020/virginia-doc-s-covid-19-medical-guideline-pandemic-sanitation-plan-working-to-keepoffenders-safe/

•

버지니아 경찰국은 자동차 안전점검에 대한 법 집행을 앞으로 60 일동안 중단합니다.
https://www.governor.virginia.gov/newsroom/all-releases/2020/march/headline-854722-en.html

•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할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살펴보셔서 학습계획과 무상 배식 음식을
나눠주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각종 새로운 정책, 즉 서비스 업그레이드, 수수료
면제, 무료이용 hot spot, 무료 서비스 중단, 좀더 저렴한 계획, 그리고 무료 지원 서비스 등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The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코로나 19 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택 거주자나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60 일간 서비스 단절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www.scc.virginia.gov/newsrel/r_noshutoff_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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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장인이나 사업체는 the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VEC) 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덤 주지사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1 주일
기간을 제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VEC 에 연락하십시오.
http://www.vec.virginia.gov/qa-coronavirus.
직장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https://www.governor.virginia.gov/media/governorvirginiagov/governor-of-virginia/pdf/FrequentlyAsked-Questions-from-Workers-Regarding-COVID-19.pdf

•

긴요하지 않거나 위급하지 않은 모든 순회법원과 지방법원 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4 월 6 일까지 연기됩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19 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모든 비 면제 (non-exempted) 법정 마감기한이
지연되어 21 일간 연장됩니다.
http://www.vacourts.gov/2020_0316_scv_order_declaration_of_judicial_emergency.pdf
코로나 19 에 연관된 항소재판과 지방법원에 관한 정보
http://www.courts.state.va.us/news/items/covid_19.pdf

아태계 사업체나 단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버지니아주 아시안 자문 위원회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권하기를 수시로 서로서로 도와주고, 특히 아시안 소유의 사업체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 전역에 걸쳐 아시안 사업체가 유독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그릇된 인식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동안 아시안 커뮤니티는 버지니아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부디 두려움으로 인해 이들을 도와주는 길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