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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중 보건 보호와 지속적인 팬데믹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코로나 19 준비 이니셔티브 발표  

  

뉴욕주, 학교로의 안전한 복귀 및 계절적 팬데믹의 급증을 위한 "가을 행동 계획" 수립  

  

RFP,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주정부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검토를 위해 
공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중 보건 보호와 뉴욕주의 지속적인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 19 준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가 

공중 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말 계절적 코로나 19 급증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올 가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 주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평가하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 파악하고, 비상대응 노력을 

계획하는 모든 지자체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가 독립적 사후검토를 

위해 공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특히 우리가 이 팬데믹을 안전하게 

극복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저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향후 팬데믹 급증과 기타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강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와의 싸움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뉴욕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부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남에 따라,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을철 학생들이 학교로 복학하면서, 우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을 행동 계획의 배경  

주정부는 올해 말 잠재적 팬데믹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을 행동 계획(Fall Action 

Plan)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6 월 중순에 뉴욕주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통해 뉴요커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가을 계획은 다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300 만 개의 테스트를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 

학교 복학 전략  

• 필요할 경우 대량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더 많은 

뉴욕 시민이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뉴욕 시민들에게 조기에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의료 전문가에게 즉시 접근할 수 없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최근 주전역 

핫라인과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약속을 포함하여 치료와 치료의 더 

많은 접근을 촉진합니다.  

• 필요한 곳에 배포할 수 있는 2,000 만 개의 검사 키트를 포함하여 개인 

보호 장비(PPE) 비축 준비.  

• 필요한 경우 주정부의 Surge Operations Center 를 증설할 준비를 

포함하여 병원 시스템 강화.  

• 연방 및 지역 파트너와 협력.  

  

Hochul 주지사의 가을 행동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사후 조치 검토의 배경  

또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대비 노력의 일환으로 팬데믹 

사후 조치 검토(After-Action Review)를 개발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사후 조치 검토의 목적은 주의 코로나 19 대응을 검토하고,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확인하고, 주가 어떻게 대응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후 

조치 검토는 또한 뉴욕주 및 다른 정부가 팬데믹, 자연 재해 또는 일상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후 조치 검토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주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검토.  

• 강점과 모범 사례 및 정책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분야를 

파악하고, 공중 보건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교훈 

파악.  

• 주요 발견 사항을 체계적이고 적시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 제공.  

• 주요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해당 권장 사항에 우선 순위를 지정하거나 

분류.  

• 비상사태가 코로나 19 수준의 기존 계획을 압도할 때 주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안내하는 방법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launch-new-covid-19-treatment-hotline-state-department-health%23%3A~%3Atext%3DAll%2520New%2520Yorkers%2520outside%2520of%2Cwebsite%252C%2520which%2520includes%2520a%2520telemedicine&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15d82322525844bc1b4608da6a75f4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209357267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cKqT6QMg%2BqMZwx%2FlSUKnIPDqblxcqPVzUac9QJVQj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launch-new-covid-19-treatment-hotline-state-department-health%23%3A~%3Atext%3DAll%2520New%2520Yorkers%2520outside%2520of%2Cwebsite%252C%2520which%2520includes%2520a%2520telemedicine&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15d82322525844bc1b4608da6a75f4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209357267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cKqT6QMg%2BqMZwx%2FlSUKnIPDqblxcqPVzUac9QJVQj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2-07%2FGov_Fall_Planning_Slides.pd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15d82322525844bc1b4608da6a75f4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209357267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XX1dyiDsLIaUmxE69zRvfx8hUxRXjgJ2gxiLosOIfc%3D&reserved=0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 계획 

수립 가이드 준비.  

• 권장사항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시한 제한적이며, 측정 가능하며,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게 변환되어야 합니다.  

  

사후 조치 검토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 어떤 의료 절차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팬데믹의 

요구에 따라 병원 및 입원 시설의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 검토.  

• 개인, 특히 가장 취약한 개인이 노숙자 보호소, 단체 주택, 요양원, 감옥 및 

감옥을 포함한 집합체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침을 검토하고, 

이러한 주체 내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체 및 감염 

관리 효과 검토.  

• 교육 기관의 폐쇄 및 재개에 대한 정책과 지침 검토 및 코로나 19 기간 

동안 유아, 취학 연령, 특수 교육 및 중등 후 교육 프로그램을 처리 방법, 

향후 비상사태 대처 방법에 대한 검토.  

• 어떤 비즈니스, 산업 및 기능이 필수적이고 어떤 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 파악.  

• 뉴욕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확보 및 조달.  

• 직장에서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종종 저소득 유색인종 

사회 출신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장, 카운티 지도자 및 기타 선출직 공무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주 및 

주정부 및 연방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업무 조율.  

•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여 대중과의 효과적인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제공.  

• 비상 절차와 이행해야 하는 특정 기능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전문 지식.  

  

1 년 계약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선 분야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계획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6 개월 후에 더 세부적인 분석과 추가 

영역을 통합하며, 1 년 이내에 최종 사후 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후 조치 검토의 목적은 뉴욕주의 팬데믹 대응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며, 

진행 중인 다른 외부 검토와 상충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로 Jackie Bray 를 임명하여 조치 사후 검토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안 요청서 (RFP)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budget.ny.gov%2Fcontract%2Faarrs%2Faarrs-index.html&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15d82322525844bc1b4608da6a75f40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935209357267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mkgqhlr9LYXM96v3%2BPgfIzpeHU3iEmCNvAsoS%2F5CBs%3D&reserve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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