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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15일까지 유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

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 준수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

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침 준

수 시한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

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경제활동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해제와 관련한 결정권을 주정부에 일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방정부 차원

에서 이 지침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

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

침을 종료하며“3분기는 (경제 실적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미국은 굉장한 전

환기를 맞이할 것이고 잠재적으로 4분

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라

고 말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러나 연방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캘

리포니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스테

이 앳 홈(Stay at Home) 명령은 오는 15

일까지 유효하다.

게리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지난

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개장했던 

뉴포트비치 등 오렌지카운티의 해변 

폐쇄를 명령했다. 그는“사회적 거리 두

기를 무색하게 만든 이러한 행동은 감

염자의 확산을 키우고 경제 활동 재개

를 늦출 뿐”이라며“캘리포니아 주 전

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 확산 사태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스테이 앳 홈’

명령을 일시에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

라며, 확산 차단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

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실 이날 공개한 계획에 따

르면 코로나19 테스트 역량 확대와 감

염자 추적시스템 구축 등 지역별 상황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스테이 앳 

홈 완화 조치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를 전망이다. 지난 3

월 16일부터 발동된 LA카운티의 스테

이 앳 홈 명령은 캘리포니아 지침과 같

은 오는 15일까지 유효하다. 

척추질환, 청소년 성적저하·자신감 상실 불러
<조이척추신경병원>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다. 허리가 아프면 걷거나 뛰

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고통스럽

기만 하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항상 척추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

인성 질환으로 생각되었던 척추질환은 이제는 청소년, 

직장인 등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을 괴롭히

는 고질병의 하나가 되었다.

모든 연령층이 그렇지만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나쁜 자세는 매우 치명적

이다. 골격이 약해지고 키

가 크지 않으며 등이 굽는 

등 체형이 나빠지고, 결국 

척추질환을 초래하기 때

문이다. 이는 곧 근력과 체

력 저하로 이어지고 집중력

이 떨어져 성적 저하를 초

래하기 십상이며 결국 자신

감을 상실하고 신경질적으

로 변하게 된다.

척추질환으로 인해 나쁜 

자세가 지속되면 호흡기, 심혈관계, 근골격계

의 빠른 노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만성피로, 

손발 저림, 긴장성 두통 등의 통증이 생기기

도 한다. 그래서 척추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

인 것이다.

<조이척추신경병원>의 Joy H. Kim 원장    

(사진)은“통증이 경미할 경우에는 꾸준히 

자세 교정과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 요법 등을 

병행하면 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다.”며“수술

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

단과 치료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고 조언한다. 또한“생활습관을 개

선하는 것만으로도 요통을 효과적

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1~2시

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으로 근육

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의자에 

앉을 때에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기대어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만약 조금

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

아 병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힘쓰는 것이 건강한 허리

를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조이척추신경병원>은 촬영과 

동시에 판독을 할 수 있어 진단

의 시간을 단축하며 정확하고 세

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최

신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디

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

어 추간판 병변 부위에 감압 환경

을 조성하여 근육과 신경을 손상

시키지 않고 밀려난 디스크를 통증 없이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최첨단 무중력 감압 치료

기DRX-9000을 구비하고 있다.

척추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비수술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 문의: (714) 449-9700

▶ 주소: 1401 S.Brookhurst Rd. #103

               Fullerton, CA 92833▲ 최첨단 무중력 감압 치료기 DRX-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