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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월요일 백신 접종 기한을 준비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 공개  

  

계획에는 의료 시설 인력 충원을 위한 뉴욕주 비상사태 선포 준비 포함  

 

다른 주 또는 카운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최근 졸업생, 은퇴자, 과거 

뉴욕에서 의료 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의료 전문가 등에 자격 부여  

  

기타 조치는 의료 훈련을 받은 주 방위군 파견, 연방 재난 의료 지원팀(DMATs) 요청,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의료 전문가 비자 신속 처리 등을 포함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에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강력 권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월요일 백신 접종 기한을 준비하기 위해 주 전역의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예방 인력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인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우리는 의료 인력을 증대하여 병원 및 의료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료 종사자분들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모든 의료 종사자들께 

접종을 받고 계속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에는 필요할 경우 뉴욕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위한 준비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인력 공급을 늘리고 다른 주 또는 카운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최근 졸업생, 은퇴자, 과거 뉴욕에서 의료 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의료 전문가 

등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의사가 

인증한 정당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실업보험 수당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 훈련을 받은 주 방위군 파견, 연방 재난 의료 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s, DMATs) 요청하여 지방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연방 정부 및 다른 주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여 의료 

종사자의 비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9월 22일 기준, 모든 뉴욕 병원 근로자의 8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9월 23일 

기준, 뉴욕의 모든 의료 시설 직원 81%, 양로원 직원 7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의 병원 및 양로원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9월 27일 월요일까지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야 

하며, 자택 간호, 호스피스, 성인 간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0월 7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뉴욕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다른 주 거주자 및 

계약직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Pat Kane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겸 뉴욕주 간호사 연합(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최고디렉터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간호사로서 우리는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지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간호사, 환자, 최고의 의료 수준 

유지를 위해 대담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Frederick E. Kowal 박사 겸 병원 전문가 연합(United University Professions, UUP)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UP는 뉴욕주립대학교 병원(SUNY Hospitals)에 적절합 

자금 및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회원 및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Hochul 

주지사의 계획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든 UUP 회원 및 모든 뉴욕 주민들께 즉시 백신 접종을 하기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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