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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75세 이상 고령 뉴욕 주민을 포함한 추가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논의할 것을 발표  

  

1b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대상자까지 코로나19 백신 자격이 확대되면서, 75세 이상 

고령자, 응급 요원, 교정 공무원, 교사, 기타 학교 교직원,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 

강사, 보육 근로자, 공공 식료품점 근로자, 대중교통 근로자, 노숙자 쉼터 거주자 및 직원 

등을 포함  

  

이번 주부터 뉴욕의 백신 배포 네트워크가 새롭게 확대되면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접종소에서 접종을 시작할 예정  

  

연방 백신 공급 분량이 제한적이며 따라서 모든 뉴욕 주민은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연방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종 예약까지 최대 14주 소요 가능  

  

여기를 클릭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접종 서비스 제공자와 접종 예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우선 순위 그룹 1b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이 이제 약국, 

지역 보건부 및 병원 등 개별 제공업체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의 고령자, 응급 요원, 공공 안전 

공무원, 교사 및 기타 교직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 강사, 보육 근로자, 공공 

식료품점 근로자, 대중교통 근로자, 노숙자 쉼터 거주자 및 직원 등입니다. 자격 조건 

확인 및 접종 예약이 가능한 인근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뉴욕의 새로운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앱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은 1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부 

뉴욕주 예방 접종 핫라인(New York State Vaccination Hotlin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833-NYS-4VAX (1-833-697-4829).  
  

연방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400만 명 이상의 접종 우선 순위 대상자로 인해 연방 정부 

백신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 공급량은 주당 약 300,000회 접종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접종 예약까지 최대 14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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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추가적인 뉴욕 

주민에게 접종 자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백신을 통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의료 근로자를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마침내 

접종 인원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규 접종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신속히 접종 예약을 마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욕에서 접종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고령자  

  

• 응급 대원 또는 응급 대처 기관의 지원 직원  

소방 서비스  

주 소방 서비스(소방관 및 조사관 포함)(전문 및 자원봉사)  

지역 소방 서비스(소방관 및 조사관 포함)(전문 및 자원봉사)  

경찰관 및 조사관  

주 경찰  

주립 공원 경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경찰, 산림 경비대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경찰  

보안관 사무소  

카운티 경찰서 및 경찰 관할 지구  

시, 타운 및 빌리지 경찰서  

기타 공공기관 경찰서의 수송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뉴욕주 교정 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 정의 센터(Justice Center),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조사 청장(Inspector General), 조세 

및 금융부(Department of Tax and Finance),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소속 

주정부 현장 조사관  

  

• 공공 안전 커뮤니케이션  

운행 관리원 및 기술자 등 비상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안전 응답 기지(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 인력  

  

• 기타 선출 및 민간 인력  

법원 공무원  

기타 경찰 또는 보안관  

상기 일체의 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민간인 직원  

  



 

 

• 교정  

교정 및 가석방 공무원 등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인력  

교정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 교정 시설  

보호 관찰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보호 관찰부  

주 청소년 구금 및 재활 시설  

지방 청소년 구금 및 재활 시설  

  

• P-12 학교  

P-12 학교 또는 교육구 교직원 또는 직원(모든 교사, 대체 교사, 교생, 학교 

행정책임자, 교사 보조 직원 및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지원 직원 포함)  

계약직 버스 운전사 등 P-12 학교 또는 교육구에서 근무하는 계약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 강사  

인가, 등록, 승인 또는 법적 면제 대상인 집단 보육 시설의 직원 또는 지원 직원  

인가, 등록, 승인 또는 법적 면제 대상인 집단 보육 서비스 제공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 강사  

  

• 공공 식료품점 근로자  

  

• 대중교통  

항공사 및 공항 직원  

여객 철도 직원  

지하철 및 대중 교통 직원(예: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메트로 

노스(Metro North), 뉴욕시 교통(NYC Transit), 업스테이트 교통(Upstate transit))  

페리 직원  

항만청(Port Authority) 직원  

공공 버스 직원  

  

• 수면, 입욕 또는 식사 숙박시설을 자신의 가구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개인  

수면, 입욕 또는 식사 숙박 시설을 같은 가구의 일부가 아닌 개인 및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노숙자 쉼터에서, 쉼터 주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개인(유급 또는 무급)  

  

현재까지, 우선 순위 그룹 1A에 속한 21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환자 대면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중요한 병원 근로자, 요양원 및 보조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밀집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이러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병원, FQHC 

및 긴급 진료 클리닉 내에 직접 접종 장소를 설치하여 접종 대상인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의료 종사자의 예방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룹 1B 필수 근로자 및 75 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접종 장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으로 사람이 몰려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의사 사무실, 연방 공인 보건 센터, 카운티 보건부, 이동식 센터 및 

약국을 활용하여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1,200개 이상의 약국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접종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주 약 500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 전역의 제공업체는 1월 11일 월요일부터 예방 

접종 예약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예약 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근 접종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75 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병원은 1a 단계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를 

예방 접종을 계속하면서, 지역 보건부 및 노동 조합 수준의 노력을 통해 1b 단계에 

해당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부는 향후 몇 주 동안 주 전역에 20개의 대량 접종 장소를 설치하여 모든 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지원을 실시합니다. 수요일부터 운영:  

•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뉴욕시)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컨벤션 센터(Westchester County Convention 

Center)(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카운티 보건부 및 웨스트체스터 의학 

센터(Westchester Medical Center)와 협력)  

•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오논다가 카운티,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  

추가 접종 장소가 향후 며칠 내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방 접종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병원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1A(의료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소방관 및 교육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규모 노조 단체는 가능한 한 회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보건부와의 협조 및 파트너십을 통합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다른 공급자는 75 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약 140만 명으로 1B 대상자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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