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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백신 접종 노력에 대한 최신 소식을 뉴욕 주민에게 발표  

  

뉴욕의 보건 의료 배포소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접종분 중 75%를 투여  

  

뉴욕 주민 중 현재 접종 대상자는 700만명 이상이나, 연방 정부 공급량은 30만/주에 

불과  

  

모든 백신은 예약자에 한해 접종, 1차 접종 직후 2차 접종 예약 확정  

  

여기를 클릭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주정부 운영 대량 백신 접종소에 예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기 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첫 4주 이후 

코로나 19 백신 배포에 대하여 뉴욕 주민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정부의 백신 

공급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700만 명이 넘지만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공급하는 백신은 주당 

300,000회분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뉴욕의 의료 서비스 배포소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접종분의 75%를 투여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신속하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예약 일정을 잡으려는 뉴욕 주민은 빠르게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십시오. 접종 자격을 확인하고 주정부 운영 대량 백신 접종소의 

예약을 잡으려면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을 방문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빠르고 효육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격만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은 연방 정부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격의 문을 열어 홍수를 범람시킨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7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약 30만 회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로 이번 주에 약 25만 회분의 더 적은 접종분을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은 자신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백신 접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배포 네트워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 공급을 늘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널 끝의 빛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길어질 것입니다."  

  

자료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주 전체 분석  

  

1차 접종  

  수령  
접종  

현재 누계  
접종 %  

의료 배포소(병원, 대량 예방 접종소 등)  844,250  623,172  74%  

  

2차 접종  

  수령  
접종  

현재 누계  
접종 %  

의료 배포소(병원, 대량 예방 접종소 등)  90,675  75,891  84%  

  

총(1차 + 2차 접종)  

  수령  
접종  

현재 누계  
접종 %  

의료 배포소(병원, 대량 예방 접종소 등)  934,925  699,063  75%  

  
  

지역별 분석  

  

  
1차 접종 - 의료 배포소(병원, 대량 예방 

접종소 등)  
1차 접종 및 2차 접종 

수령분 중 접종 %  
지역  수령  현재 접종량 누계  접종 %  

Capital 
Region  

49,100  43,591  89%  92%  

Central New 
York  

36,325  32,780  90%  91%  

Finger Lakes  61,100  46,578  76%  79%  

Long Island  102,150  90,237  88%  84%  

Mid-Hudson  78,625  64,150  82%  81%  

Mohawk 
Valley  

24,300  20,887  86%  87%  

New York City  392,800  235,714  60%  63%  

North Country  19,400  18,193  94%  94%  

Southern Tier  22,250  21,103  95%  93%  

Western New 
York  

58,200  49,939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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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수의 접종 우선 순위 대상자로 인해 연방 정부 백신 



 

 

공급량이 매우 부족합습니다. 연방 정부 공급량은 주당 약 300,000회 접종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접종 예약까지 최대 14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롭게 접종 대상자가 된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뉴욕은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의 접종 부담을 나누고 병원의 역량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다섯 곳의 뉴욕주 운영 접종소가 포함되며 

향후 15곳 이상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또한 병원,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Qualified Health Centers), 카운티 보건부, 이동식 센터 및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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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개 이상의 약국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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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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