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보건부가 뉴욕시 보건 병원과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 19 치료 

핫라인 운영 시작 발표  

  

888-TREAT-NY 핫라인은 뉴욕시 보건 병원의 가상 익스프레스케어 플랫폼 활용  

  

코로나 19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 이용 가능  

  

주 전역에서 운영되는 핫라인이 모든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치료 부담 완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팬데믹 상황에서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을 

위해 무료 핫라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88-TREAT-NY 핫라인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뉴욕시 보건 병원(NYC Health + Hospitals)이 

운영하는 가상 익스프레스케어(Virtual ExpressCare) 플랫폼 이용 합의에 도달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대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전파되는 가운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코로나 19 치료 핫라인은 

뉴욕 주민이 초기 치료를 받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핫라인은 의료 전문인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소외 계층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계속 

취약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핫라인은 집을 나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뉴욕 주민은 소득 또는 의료 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888-TREAT-NY(888-873-2869)번으로 전화해 심사를 

받거나 원력 진료를 포함한 뉴욕주 코로나 19 익스프레스케어 치료 액세스(NYS COVID-

19 ExpressCare Therapeutics Access) 웹사이트에서 심사를 완료할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은 212-COVID-19번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ys.expresscare.video%2Flanding&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lBTyxlpaABPAJZZCQvCfEzfkbtwUKGeiJaUYGPxp4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ys.expresscare.video%2Flanding&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lBTyxlpaABPAJZZCQvCfEzfkbtwUKGeiJaUYGPxp4M%3D&reserved=0


핫라인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처방 및 추천이 가능하도록 임상 훈련을 

받은 숙련된 보건 의료 전문가가 운영합니다. 익스프레스케어 플랫폼은 뉴욕 주민이 

뉴욕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원격 진료에는 코로나 19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팍스로비드(Paxlovid) 또는 

몰누피라비어(Molnupiravir)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구 항생제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입원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이후, 이러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감염에 

맞설 수 있으며, 회복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거나 888-TREAT-NY로 전화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로부터 팍스로비드 및 몰누피라비어를 주 단위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의료 

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최신의 코로나 19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 

병원과 보건부의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코로나 핫라인 888-TREAT-

NY가 출범하여 치료 장벽을 허무는 한편,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가 다른 뉴욕 

주민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시 보건 병원의 Katz 박사와 Mitchell Katz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보건 뼝원은 주지사 직속 사무실과 뉴욕주 보건부와 함께 협력하여 

효과가 입증된 우리의 가상 익스프레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에 코로나 19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가상 익스프레스케어는 뉴욕시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우리의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주 

전역의 모든 뉴욕 주민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 병원의 가상 

익스프레스케어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코로나 19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 Bassett 커미셔너의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합의에 따라, 보험 가입 환자는 계획에 따라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고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보장이 없는 사람의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ealth.ny.gov/CovidTreatment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oral-antiviral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hoKELvgkExZlKmXEZoibp9l1v3VpjVnPXVgHxFDjw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he.gov%2Femergency%2Fevents%2FCOVID19%2Finvestigation-MCM%2FPaxlovid%2FPages%2Fdefault.aspx&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o7oG5Nhpt1VF1SJZAXog2UGZnf8A%2BPoCSH7Quo7yj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he.gov%2Femergency%2Fevents%2FCOVID19%2Finvestigation-MCM%2Fmolnupiravir%2FPages%2Fdefault.aspx&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P4jf6ZKLAxxGQ3fHPUcMBNbm4EEp1HP1z66U3lysr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covid-19-treatments&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dcab1a5930f54466382e08da635627d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151894869628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62KRNnDUBCiExj2hs9ikHPVQj90EodWqKiaM%2Fq7VoE%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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