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3 년 6 월 5 일

CUOMO 주지사,
주지사 응급 상황과 대피 상황에서 환자의 위치를 찾기 위한 응급 추적 시스템에 착수하다
2013 년도 허리케인 시즌에 맞춰 NYS e-FINDS 를 준비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보건복지서비스 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해 대피해야
하는 경우 환자 및 시설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뉴욕주 응급 추적 시스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YS e-FINDS(New York State Evacuation of Facilities in Disasters System)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실시간
액세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고 빠르고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3 년도 허리케인 시즌에 맞춰 준비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 응급 서비스 제공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해야 할 경우 가족, 병원, 요양원 직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환자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사항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주요 보건복지서비스 시설에게 중요한 응급 자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강력태풍 Sandy 가 발생했던 당시, 병원 및 요양소에 있는 7,100 명의 환자들을 포함해
13,000 여명의 환자들과 주민들이 뉴욕주가 출연하는 시설 및 뉴욕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벗어나
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풍우가 불어왔을 당시 홍수, 정전 또는 시설 파손으로 인해 대체 시설로
이송해야 하는 취약 환자와 주민들을 추적하는 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NYS e-FINDS(http://nysandyhelp.ny.gov/e-FINDS)는 보건부 감독 하에 있는 병원, 요양원,
성인보호시설; 발달장애국 감독 하에 있는 주립개발센터와 많은 상주요양시설; 알코올 및
약물남용국 감독 하에 있는 상주 요양 치료 프로그램; 뉴욕 심리건강국 감독 하에 있는 주립
정신병원 및 인가 받은 상주요양 프로그램; 임시장애지원담당실 감독 하에 있는 지원 주택; 아동 및
가정복지업무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 시설로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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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 시스템에 따라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시설 이름을 제거해야 하는 약물남용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들은 모든 환자와 시설 수용자들에게 시설 이름이
인쇄된 바코드 손목밴드를 부착할 것입니다. 환자와 시설 수용자 수용 위치는 휴대용 스캐너,
모바일 앱, 또는 서류 추적 방식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전기 및/또는 전화가
서비스되지 않을 경우).
NYS e-FINDS 설립은 NYS Ready and Respond Commissions 의 권고로 이뤄졌으며, GNYHA(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를 포함해 외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Kenneth E. Raske GNYHA 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병원 커뮤니티는 환자 추적
시스템 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피 과정을 향상시키고 가족들과 주요 대응
기관이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초강력태풍 Sandy 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분석하고 대피 개선 방법, 대피자들의 안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준 뉴욕주에 감사 드립니다.”
Daniel Sisto 뉴욕주보건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태풍 Sandy 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대응은 그 규모에 있어서 역사에 남을만한
일이었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우리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위기
발생 가능 상황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대대적인
협력과 효과와 함께 향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주지사와 보건부에 감사 드립니다."
Harvey Rosenthal 뉴욕정신사회재활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s)의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 e-Finds 는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특히 중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첨단 전자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스마트하고 강력한 대응 방식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Nirav R. Shah, M.D., M.P.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와 보건시설
수용자들은 재난 발생 시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보건시설 수용자들이 파손 및
정전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환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비상 대응 및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재해 발생 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NYS e-FINDS 는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국의 Jerome M. Haue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YS e-FINDS 를 구현함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매우 중요한 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초강력태풍 Sandy 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우리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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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에 기여해줄 또 다른 수준의 준비 능력입니다."
Kristin M. Woodlock 뉴욕심리건강국의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건강국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동과 성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처럼 기밀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도 강화될
것입니다.”
Kristin M. Proud 임시장애지원실 대표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초강력태풍
Sandy 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대피소로 가야하는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뉴욕 주민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제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다른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Courtney Burke 뉴욕주발달장애인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태풍 Sandy 와 같은
자연재해는 아무리 준비를 완벽히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OPWDD 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Cuomo 주지사께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Gladys Carrión 뉴욕주 아동 및 가정복지업무과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한 기상 사건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발생할 때 환자 및 수용자 추적 시스템은 우리가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대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크게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OCFS 은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 이
시스템을 구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남용국(OASA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 여파로 OASAS 와 우리 보건협력기관들은 환자 대피 시 환자의 위치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전자식 환자 및 수용자 추적
시스템으로 OASAS 는 재난 발생 후 환자의 소재, 관리 및 안녕을 위해 더욱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YS e-FIND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nysandyhelp.ny.gov/eFINDS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