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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 보건 커미셔너, 주정부의 코로나10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 행정부서에 

수용 가능 인원 확대를 위한 상세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서신 발송  

  

병원은 시스템 내에서 수용 환자 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병원 시스템은 반드시 환자 수용 

부담을 나누기 위해 인근 시스템과 협약 체결  

  

독립 병원은 반드시 인접한 병원 시스템과 함께 현지 환자 수용 부담을 분산하는 노력에 

참여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급증할 경우, 병원은 72시간 이내에 의료진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병상을 15% 증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비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Ken Raske와 뉴욕주 병원 연합 대표인 

Bea Grause가 뉴욕주의 이러한 지침 시행을 지원  

  

병원 수용 가능 인원 관리를 위한 “서지 앤 플렉스"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침  

  

서신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Howard Zucker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는 오늘 뉴욕주가 코로나19 대응을 계쏙하는 

가운데 병원 수용 가능 인원 확대에 대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상세 지침을 병원 행정 부서에 전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병원은 12월 7일 수용 

가능 인원을 25%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추가 25% 확대하거나 선택적 

수술을 취소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병원 수용 가능 인원 관리를 위한 

뉴욕주의 서지 및 플렉스(Surge and Flex) 전략의 일환입니다. 서한은 PDF 형식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병원 행정부서 귀하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to_Hospital_Administrator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etter_to_Hospital_Administrators.pdf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확산이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고, 연휴 기간 동안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확산은 정부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1월 중순 경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봄을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얻웠습니다. 

병원은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 기준 구역에서 감염율 및 입원환자 수 증가율을 

관찰함으로서 예상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매일 공개됩니다. 

봄에는 예상이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 수치가 증가할지 알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세 가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병원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의 모든 시설 간에 환자 수용 부담을 분산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 시스템 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곳을 예상하고 의료 검진을 마친 

환자가 입원하기 전 이송 계획을 마련하여 시스템 내에서 더욱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은 수용 분담 분산 계획에서 소규모 안전망 및 독립 병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봄 엘름허스트 병원(Elmhurst Hospital)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뉴욕시 보건 

및 병원 기업(New York City Health & Hospitals Corporation facility) 시설인 

엘름허스트는 퀸즈에 위치해 있습니다. 퀸즈의 코로나 및 엘름허스트는 코로나 

핫스팟이었고, 그 결과 엘름허스트 병원은 엄청난 환자 수용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 및 병원 시스템에는 자체 시스템 내에 다른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점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환자가 일단 입원하면 이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목적지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할 지역 앰뷸런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시스템은 내부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인접한 병원 시스템과 합의을 

맺어 상황에 따라 시스템 간 또는 여러 시스템 간의 환자 수용 부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치가 이미 압도적인 수준까지 늘어난 후에 이러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늦습니다.  

  

둘째, 병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병원은 지역 환자 수용 부담을 분산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웃 병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독립 병원,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병원 또는 소규모 개별 병원은 수치 증가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인근 병원 또는 시스템과 이송 

합의를 체결하거나 뉴욕주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셋째, DOH는 심각한 코로나 급증이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의료진 대응이 가능한 

병상을 15% 늘리기 위해 병원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병원이 병상 

"확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향후 못할 예정인 경우, 비필수 치료를 취소하거나 명상 

수를 확대하여 72시간 내에 의료진 대응이 가능한 병상을 15%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수용 가능 인원"은 72시간 이내에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 대응이 가능한 병상 수로 정의됩니다.  

  

DOH는 병원 시스템에 시스템 내에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시간 조정, 시설 운영 및 중단, 수술 일정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DOH는 병원 또는 병원 시스템 내에서 모든 조정을 마친 후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수를 15%로 지정했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 확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DOH는 향후 3주 동안 통계적으로 입원 환자 수 증가 예상을 바탕으로 반드시 

병원이나 병원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 의료진 대응이 가능한 병상이 15% 미만으로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주 전 확인을 통해 주정부는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일시중단(Pause) 즉, 경제 활동 셧다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연합(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Ken Raske 및 

뉴욕주 병원 연합(Hospital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Bea Grause는 상기 지침 

시행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뉴욕주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주 최대의 병원 

시스템인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Michael Dowling는 Ken Raske와 협력하는 

한편 Bea Grause을 비롯한 업스테이트 병원 및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률 증가 또는 우편번호 기준 지역의 입원환자 수 증가율을 고려할 때 병원의 

환자 수용률이 85%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은 즉시 DOH에 통보하여 

대안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데이터는 매일 보건 비상 대응 데이터 시스템(Health Emergency Response 

Data System, HERDS)에 공유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의 

최고경영자는 반드시 데이터의 HERDS 제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휴는 물론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건 시스템으로서의 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완전하고 충분히 준수하지 않거나 심각한 수용 인원 

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뉴욕주 DOH에 잘 통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반을 

구성하며 DOH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면허 정지 및 철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한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서한을 받은 각 병원/병원 시스템의 최고경영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48시간 내에 보건부로 서명된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oward A. Zucker 의학박사 겸 법학박사  

보건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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