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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전국 최초의 예방접종 의무화 실시 후, 의료 직원 확보 현황 발표  

  

의무화 발효 후 보고된 의료 시설 폐쇄 없음  

  

24/7 운영 센터 모니터링 및 의료시설의 질문 해결  

  

주지사 행정 명령으로 필요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유자격 의료 인력 대폭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예방접종 의무화 실시 후,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직원 확보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무화 발효 이후, 뉴욕주 전체에서 폐쇄를 

보고한 의료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을 준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치를 취한 의료시설, 노동조합,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이끄는 24/7 운영 센터(24/7 Operations 

Center)에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운영 및 주 전역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의료 

시설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필요 시 의료기관과 함께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운영 센터 주제 전문가들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하여 영향을 받은 시설과 협력해 왔습니다.  

  

SUNY 시스템 내에서, 모든 시설들은 중요한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운영상 조정을 

취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87%의 병원 직원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시설별 내역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Hochul 주지사는 의무화 결과 의료 종사자 접종률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hospital-worker-vaccinations


증가를 보여주는 예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최근 날짜로 의무화를 

준수한 종사자의 비율입니다. 데이터 보기:  

• 양로원 직원 중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은 92%입니다.  

• 성인 보호 센터 직원 중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은 89%입니다.  

• 병원 직원 중 최소 1차 백신 접종자 비율은 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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