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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원숭이두창 사태 대응을 위한 주 재난 비상사태 선포  

  

주 재난 비상사태 선포로, 뉴욕은 빠르게 사태에 대응하고 추가 백신 자원 제공 가능  

  

행정명령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해 원숭이두창 사태 

대응을 위한 주 재난 비상사태(State Disaster Emergency)를 선포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는 빠르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고, 의료 전문가들은 추가적 조치를 도입해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주의 원숭이 두창 관련 사태를 검토한 

경ㄹ과, 저는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전국 

확진자 4명 중 한 명 이상이 뉴욕주에서 발생했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현재까지 특정 고위험군에 불평등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팀과 제가 백신 확보, 검사 역량 확대,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일반 교육을 24시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특히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이 EMS 

인력, 약사, 조산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의사와 인증 간호사는 비환자 특정 처방을 

통해 백신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에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백신 확보, 검사 역량 확대, 뉴욕 주민에게 최신 정보 및 자원 제공 등 

뉴욕주의 원숭이두창 사태 대응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제 Hochul 주지사는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백신 110,000회분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뉴욕 주민을 위해 백신 총 

170,000회분을 확보했음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보건부는 백악관, 

질병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전략대비대응청(Administration for Strategic Preparedness & Response, ASPR) 등과 

협력하여 뉴욕이 가능한 신속하게 공정한 양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높은 전염율을 보이는 지역사회의 뉴욕 주민을 위해 백신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20-declaring-disaster-state-new-york&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d0f7760838444664f78308da71d15df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744129439334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3XXHctjnrcMZ849Z1UN8oYQFsrkcC5iJJdA9NKVO4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executive-order%2Fno-20-declaring-disaster-state-new-york&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d0f7760838444664f78308da71d15df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744129439334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3XXHctjnrcMZ849Z1UN8oYQFsrkcC5iJJdA9NKVO4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ntinued-expansion-monkeypox-testing-capacity-approval-quest&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d0f7760838444664f78308da71d15df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4744129454901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2%2FI8BBpap9wT3a7H7%2B09vSGGoAHIeJKNPd%2FkAIBqj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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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는 원숭이두창이 뉴욕주 공중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Imminent Threat to Public Health, ITPH)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번 

달 초, NYSDOH는 뉴욕 주민에게 직접 최신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SMS 문자 알림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주민은 확진자, 증상, 전염, 

검사 및 백신 자원 등의 정보를 문자로 전달받는 프로그램에 81336번으로 

"MONKEYPOX" 또는 스페인어 "MONKEYPOXESP"라고 문자를 보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를 등록하면 뉴욕 주민들은 지역 기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NYSDOH의 전용 웹사이트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팜 카드, 인포 카드, 핸드아웃, 

포스터 등 영어와 스테인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NYSDOH는 이미 

이러한 자료를 성소수자(LGBTQ+) 단체, 지역 카운티 보건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업 

등에 전달했습니다. NYSDOH는 최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게이 및 

바이섹슈얼 남성 등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유료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노력과 더불어, 뉴욕주 보건부는 계속 지역사회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급받은 지방 카운티 보건부는 예약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알림에 등록한 뉴욕 주민은 백신 

가용량, 클리닉 위치, 일정, 기타 지역에 맞는 원숭이두창 관련 업데이트 등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초, NYSDOH는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NYCDOHMH)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와 뉴욕시 보건 커미셔너가 주도하는 원숭이두창 

타운홀(Monkeypox Town Hall)을 열었습니다.  

  

뉴욕 주민은 뉴욕주의 연방 정부 1차 백신 배포를 여기, 2차 배포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확진자, 치료법 등 원숭이두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ny.gov/monkeypo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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