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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 커미셔너, 병원 및 요양원 관리자에게 서지 앤 플렉스를 비롯한 데이터 보고 

조치를 간략히 설명하는 서신 발송  

  

Howard Zucker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는 오늘 병원 및 요양원 관리자에게 뉴욕주 '서지 

앤 플렉스(Surge and Flex)' 프로토콜의 일환인 데이터 보고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병원 및 요양원 관리자 귀하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어도 1월 중순까지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관적 견해에 따르면 1월 중순 이후 증가율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 6월에서 9월 사이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병원의 경우,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병원 수용 인원을 압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병원 시스템은 시기적절하게 해당 시스템 내의 기타 시설과 협업하여 

환자 수를 균형있게 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병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별 병원 시스템이 입원을 승인하기 전 입원 환자의 수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봄에 배운 교훈에 따라, 수용 인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설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지원 

및/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시스템에서 입원 확진자 수를 추적하여 환자 

수 증가 패턴을 예상하고 시스템 내의 어떤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스템의 개별 병원이 환자 증가로 인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 시설에서 환자 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병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한 확진자 급증 계획의 일환으로 병원의 



 

 

수용 인원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 늘어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접 병원과 

적절한 준비를 개발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보건 응급 대응 데이터 시스템(Health Emergency Response Data System, 

HERDS)을 통해 병원 수용 인원을 계속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수용 인원 

80% 도달 전, 또는 급증 상황에서 이미 시행된 수용 인원 증가 조치의 75%에 도달하기 

전, 개별 병원 및 병원 시스템이 주정부에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 인원 보고에는 현재 HERDS 설문 조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원 

인력이 마련된 병상 수, 총 지원 인력이 마련된 중환자실 병상, 인력 부족,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필수 환자 치료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HERDS 설문 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휴 병원과의 기존 협정을 주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에 따라 환자가 이송하기 전 병원은 환자 이동 

필요성 및 환자를 이송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에 반드시 토보하여 

주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 내 수용 인원을 조절하여 상황에 대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확진자 및 입원자 수를 추적하여 확진 사례의 증가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XXXXXX에서 자신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XXXX에서 Kristin Proud 또는 Larry Schwartz에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면 앞서 언급된 사람에게 실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통보하지 마십시오. 또한 HERDS 데이터를 제출할 때 

병원 시스템 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확한 신호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실제 정확한 HERDS 데이터를 제출하고 심각한 수용 

역량 부족에 대해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ERDS 데이터는 뉴욕주에 대한 공식 

보고입니다. 데이터는 공식 신고로 간주되며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지 앤 플렉스 규정의 의무 규정을 비롯하여 수용 

인원을 관리감독하고 적절하게 계획하기 위해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 시스템과 개별 병원은 심각한 처벌 또는 자격 정지, 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원 및 요양원의 경우 PPE 비축에 대한 의무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4월의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60일 사용 분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병원에는 필요한 모든 PPE(장갑, 가운, 페이스 쉴드, 고글, 수술용 

마스크 및 N95)의 90일 사용 분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 재고는 일반 재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는 재고 이상의 충분한 PPE를 확보하여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비축품을 일상 용품으로 활용하면 비축 재고를 확보하려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축품은 지난 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PPE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비축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설이 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축에 대한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지난 주 보건부에서 재고 부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ward A. Zucker 의학박사 겸 법학박사  

보건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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