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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여 북부 주 병원에 군 의료팀 파견  

  

군 의료팀, 로체스터의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과 시러큐스의 SUNY Upstate University 

병원에 배치  

  

버팔로의 이리 카운티 의료 센터의 기존 군 의료진 연장 요청도 승인되어 3월 10일까지 

운영  

  

미 보건복지부 및 국방부의 기존 지원을 기반으로 주 병원 시스템에 필수 인력 지원 

계획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르면 2월 7일에 연방 정부의 추가 인력이 뉴욕에 

도착하여 코로나19 동절기 동안 병원에 추가 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병원 직원과 시스템을 지원할 

것입니다. 로체스터의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URMC)과 시러큐스의 SUNY Upstate 

University Hospital은 모두 2월부터 미 국방부 군의팀(MMT)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SUNY Upstate는 1월 26일까지 미국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팀은 의사, 간호사, 호흡기 기술자, 지휘 직원을 포함하여 각각 2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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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hul 주지사는 도착할 예정인 새로운 팀 외에도 현재 3월 10일까지 지속되는 이리 

카운티 의료원의 기존 MMT 배치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Biden 대통령이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겨울 급증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부 지역 병원에 대한 우리의 추가 도움 요청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팀들은 뉴욕 서부와 중부, 그리고 이제는 

핑거 레이크의 병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먼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Biden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여 더 많은 자원을 

뉴욕에 투입해 우리가 겨울철 급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자원들은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 노스 센트럴 브롱크스, 그리고 뉴욕시의 

코니 아일랜드의 군 의료팀 등 이미 뉴욕 주에 배치된 연방 정부의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주정부 팀 전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일선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주정부로 추가 

인력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팀들을 Strong Memorial과 SUNY 

Upstate에 파견해 주신 HHS와 DOD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팀들은 이번 겨울 급증 

기간 동안 뉴욕의 의료 인력을 돕고 병원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입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은 Hochul 주지사의 지도 하에 파트너 에이전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향후 몇 주 동안 추가 자원을 확보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급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북부지역에 의료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팀들의 대략 70명의 인력이 뉴욕에 배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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