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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뉴욕 주민에게 발표  

  

뉴욕 보건 의료 진료소, 연방 정부에서 받은 1차 접종분 중 92%를 투여  

  

백신 현황은 뉴욕주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매일 업데이트되며, 

다음의 링크로 접속 ny.gov/vaccinetracke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진행 중인 뉴욕주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의 의료 유통 현장은 

1,178,850개의 첫 번째 투여량을 받았으며 92%(1,084,814개)의 첫 번째 선량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6주 차 할당 250,400 첫 번째 복용량은 뉴욕주 전역의 예방 접종 

당국에 1주부터 5주 차까지의 백신 공급이 모두 소진된 금요일부터 이번 백신 공급을 

보장하는 6주 차의 1차 투여량인 250,400개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실제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뉴욕은 이미 전국의 

백신 공급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은 이전 연방 행정부가 백신 과정을 완전히 잘못 관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격 조건을 낮추어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타격을 

입은 흑인, 라틴계 및 가난한 지역 사회에서 말이죠. 저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뉴욕은 공급이 늘어나자마자 배포량을 크게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새로운 날입니다. 

현재 유능한 지도자가 키를 잡고 있으니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가 

지금 바로 일어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다수의 접종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 공급량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연방 정부는 70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백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확대했지만, 실제 백신의 공급량은 

감소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는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예방 접종 프로그램 번호는 주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으로 배포되어 전달되는 

분량입니다, 연방 정부의 장기 치료 시설 프로그램에 예약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오늘 오전 11시에 뉴욕주에 보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 

뉴욕주의 6주 차 250,400회 선량이 주 중순에 주 전역의 현장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아래 할당 총계에는 일요일에 뉴욕 공급 현장에 배포될 6주 차 할당의 50%가 

포함됩니다.  

  

주 전체 분석  

• 1차 백신 수령 분량 - 1,178,850  

• 1차 백신 접종분 - 1,084,814  

• 2차 백신 수령 분량 - 350,550  

• 2차 백신 접종분 - 135,334  

  

지역  총 수령 백신  총 접종 백신  접종/수령 백신 비율  

Capital Region  100,470  78,249  78%  

Central New York  75,120  70,608  94%  

Finger Lakes  97,700  79,939  82%  

Long Island  187,135  153,862  82%  

Mid-Hudson  145,700  105,530  72%  

Mohawk Valley  41,460  26,106  63%  

New York City  694,400  546,432  79%  

North Country  38,435  28,425  74%  

Southern Tier  40,850  36,859  90%  

Western New York  108,130  94,138  87%  

뉴욕주 전역 1,529,400  1,220,148  80%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다섯째 주:  
  

  

12/14 - 
12/20 

도착 

백신  

12/21 - 
12/27 

도착 

백신  

12/28 - 
01/03 

도착 

백신  

01/04 - 
01/10 

도착 

백신  

01/11 - 

01/17 도착 

백신  

01/18 - 

01/24 도착 

백신  

  

뉴욕이 의료 

진료소 
90,675  392,025  201,500  160,050  209,400  125,200    



 

 

전용으로 

수령한 1차 

접종분  

뉴욕이 의료 

진료소 

전용으로 

수령한 2차 

접종분  

0  0  0  90,675  45,825  214,050    

총계  90,675  392,025  201,500  250,725  255,225  339,250    

누계    482,700  684,200  934,925  1,190,150  1,529,400    

*이 수치는 6주 차 할당량의 50%를 나타냅니다. 6주 차의 전체 할당량은 1월 24일 

일요일까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뉴욕의 진료소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접종분의 92%를 투여했으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접종 예약은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접종 자격을 확인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집단 예방접종 진료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웹사이트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뉴욕 주민들은 현지 보건소,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백신이 준비된 경우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대시보드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방 접종 

시설에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백신 관리 데이터는 뉴욕주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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