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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DE BLASIO 시장시장시장시장, 의료의료의료의료 전문의들이전문의들이전문의들이전문의들이 에볼라에볼라에볼라에볼라 환자를환자를환자를환자를 치료하기치료하기치료하기치료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욕주와뉴욕주와뉴욕주와뉴욕주와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당국이당국이당국이당국이 서서서서 아프리카로아프리카로아프리카로아프리카로 여행할여행할여행할여행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수립하도록수립하도록수립하도록 독려독려독려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오늘 의료 전문의들이 에볼라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이러한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이 서 아프리카로 여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타 고용자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서 아프리카의 공중 보건 및 뉴욕의 공중 보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볼라를 포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의 

깊이는 우리가 여러 전선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 검사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그 중 일부는 의료 

인력들이 서 아프리카로 가도록 독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de Blasio 시장은 “에볼라와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 아프리카의 고온 지역으로 떠난 용감하고 

헌신적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 전문의들은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영웅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그들의 노력,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의료 전문의들이 이 중요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오늘 발표된 협력관계는 용감한 의사와 간호사의 중요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예비군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권리를 토대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와 

뉴욕시는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 아프리카의 고온 지역으로 떠난 의료 

종사자들이 다시 귀국한 후에도 원활하게 자신의 급여, 건강 관리 및 고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뉴욕의 공공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귀국 시 필요한 

모든 검역에 대하여 의료 종사자들과 해당 고용주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이니셔티브를 뉴욕시와 기타 자치당국과 조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뉴저지주를 

포함한 주정부 파트너,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1199SEIU, 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New York State Health 국장인 Howard Zucker 박사는 “고향과 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를 억제하고 

싸우기 위한 노력은 뉴욕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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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이러한 질병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용감한 의료 전문의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New York City Health 국장 Mary Bassett 박사는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서 아프리카로 떠난 

의사들은 발병지에서 질병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웅들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의료 종사자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회장 Kenneth E. Raske는 “뉴욕의 병원들이 격리가 필요하다면 

21일간의 검역 기간 동안 복귀 의사와 간호사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질병 발생지에서 에볼라와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영웅들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의 의료 종사자들이 서 아프리카에서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회장인 George Gresham은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서나 서 아프리카의 최전선에 앞장 선 우리의 용감한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 아프리카로 떠난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내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도운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전무 이사인 Jill Furillo는 “뉴욕주정부의 이 인센티브는 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활동하는 헌신적인 간호사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천여 명의 에볼라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전염병과 싸우는 보호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 

아프리카로 떠난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의 임금, 혜택, 고용 상태를 보호하는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MD 겸 회장인 Andrew Kleinman은 “뉴욕과 전 세계의 

의사들은 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용감히 자원 봉사에 뛰어들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주지사의 리더십과 에볼라 위기를 퇴치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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