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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오미크론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연방 지원 발표 

 

새로운 군의학팀이 뉴욕시 지역 병원에 1월 24일과 1월 28일 파견, 미 보건복지부 및 
국방부의 기존 지원을 기반으로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에 필수 인력 지원  

 

국립 앰뷸런스 계약팀 30곳이 추가로 1월 17일 업스테이트 지역 지원을 위해 파견, 
80개 팀은 이미 주 전역에 파견되어 환자 이송과 911 대응 지원 

 

주지사는 추가 지원을 통해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따른 비상 서비스 인력 부담을 완화해 
준 Biden 대통령, DOD, FEMA, HHS에 감사 전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빠르면 월요일 뉴욕주에 도착해 병원, 응급 서비스의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911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군의학팀(Military Medical Teams, MMT) 두 팀이 뉴욕시 헬스 앤 호스피털 

시설(NYC Health & Hospital Facilities)을 1월 24일 월요일부터 코니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며, 두 번째 파견은 1월 28일 금요일 노스 센트럴 브롱크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팀들은 의사, 간호사, 호흡기 전문가, 운영 직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병원 수용 인원 일부를 담당하며 약 30일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MMT와 더불어, Hochul 주지사는 또한 국립 앰뷸런스 계약 팀(National Ambulance 

Contract Team) 30개가 1월 16일 일요일 업스테이트 지역에 도착하여 지역 응급 

서비스 및 병원 이송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여 뉴욕주가 

겨울철 확진자 증가 대응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의료팀을 파견해주신 Biden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자원 지원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확진자 증가 대응 노력을 기반으로 부담이 가중된 병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환자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지쳐 있는 의료진과 응급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은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ECMC)와 

시러큐스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SUNY Upstate)에 파견된 재난 의료 

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및 군의학팀을 비롯해 



다운스테이트 및 업스테이트 지역 지원을 위한 앰뷸런스 팀 80개 등 뉴욕주에 대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진행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두 번째 DMAT를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로 파견해 수용 인원 

부담 경감 및 911 대응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응급 의료 전문가 19명이 1월 

15일 텍사스에서 도착하여 현재 활동중인 오클라호마 기반의 DMAT로부터 활동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새로운 팀은 현장에서 1월 26일까지 활동하며 부담이 가중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Jackie Bray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방 

파트너가 지원한 이러한 필수 자원은 주 전역에서 입원자가 급증하는 현재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번 싸움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 서비스 

제공자의 추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비스국은 계속 지방 정부에 지원을 계속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대행인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응급 

서비스 인력은 쉼없이 일하며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수 의료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파견해주신 연방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새로운 전문가 팀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지역, 특히 핑거 레이크스의 추가 인력 지원을 새롭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 정부에 주 전역의 스트라이크 팀 운영을 위한 인력 

900명 이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DMAT 팀 소속 약 60명이 뉴욕에서 ECMC 

및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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