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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다른 주지사 8명이 미국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요구하는 서신을 발행  

  

연방 정부는 미국 백신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주지사 일동: "우리 주들은 배포를 늘리고, 접종을 늘리며,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와 8명의 다른 주지사들이 오늘,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 Alex Azar 및 최고 운영자 Gustave F. 

Perna 장군에게 전국에 백신을 신속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아직 국가 백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은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 Laura Kelly 캔자스 주지사, 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 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 Kate Brown 오리건 주지사, 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Tony Evers 

위스콘신 주지사가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8일  

  

Azar 장관과 Perna 장군 귀하,  

  

주지사로서, 우리 행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미국의 노동 

가정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강한 경제와 

정상적인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현재까지 받은 백신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만, 현재 주와 및 주민들은 더 많은 백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성은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는 시기에 더욱 시급합니다.  

  

공개적으로 보고된 정보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정부가 

배포하지 않는 현재 생산된 백신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LTR_Vaccine_Doses_010721.pdf


 

 

백신들 중 일부가 화이자(Pfizer)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최근 7일 

평균에 따르면 매일 2,661명의 미국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여량을 요청하는 주에 

분배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보유 

투여량을 즉시 주에 분배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신의 제조 및 유통에서의 '상황 완화'를 준비하기 위해 투여량을 보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에, 워프 스피드 작전은 화이자와 모더나(Moderna) 모두와 

함께 각 회사로부터 1억 회의 백신 투여량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계약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미국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할당량은 2분기에 통합 4억 회 투여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올해 말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및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의 예상되는 긴급 사용 승인과 결합하여 제조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고 안전하며 내년에 대다수의 미국 대중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주들은 배포를 늘리고, 접종을 늘리며,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erna 장군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투여하지 않는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만 이 팬데믹을 끝내고 더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학 연구원들이 명확히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에 실패할 시 우리의 가족, 

중소기업 및 경제에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협력하여 함께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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