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 두 번째 백신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BILL DE BLASIO시장의 요청에 응답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Biden 대통령의 팀이 이끄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과 같이 질병 통제 예방 센터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확인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 Howard A. Zucker 박사는 오늘, 두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Bill de Blasio 

시장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Zucker 박사가 시장에게 보낸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 4일  

  

De Blasio 시장님께,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 보건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2월 3일의 편지를 수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의 보건부 커미셔너가 조언하셨을 거라 믿지만,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 및 국제 보건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일부 보건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정부의 보안 백신 생산 증가를 전제로 하는 권고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보건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로 인한 급증을 관리할 수 있는 생산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투여량과 두 번째 투여량 사이의 지연으로 인해 이들이 마주한 바이러스 변종의 

증가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 지역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Biden 대통령의 팀이 이끄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과 같이 질병 통제 예방 

센터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확인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향후 백신 생산 일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국내 및 국제 의료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면, 이를 시행할 주 전체 프로그램을 기꺼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두 번째 투여량의 사용을 권장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두 번째 투여량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보호 

기능도 권장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투여를 받는 사람들의 "짧은 

지연"이 허용될 것이라는 귀하의 제안은 우려사항을 발생시킵니다.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두 번째 투여를 예약 날짜에 받을 수 없다는 

많은 공공의 불안이 있습니다. "짧은 지연"이 완전한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논쟁이 있지만, 예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짧은 지연"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변경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과도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방 접종 과정과 공급은 대중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눈 폭풍으로 인한 예약 연기로도 우려가 발생했으므로, 

모든 예정된 예약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시와 다른 모든 지역 관할권에 1B 필수 인력 및 우선순위 병원 근로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진행 성과가 낮은 병원에 대한 관리에 계속 집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병원 직원 예방 접종 비율의 차이는 50%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더 잘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병원들과 협력해 진행 성과를 높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통제 하에 공공 병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감염률을 

증가시키는 변종이 있을 경우 병원 수용량은 다시 한 번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며, 예방 

접종을 받은 직원의 비율이 낮은 병원은 가장 먼저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Cuomo 주지사는 백신 공급 증가와 예방 접종 실시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실제로 두 번째 투여량을 첫 번째 투여량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뉴욕이 국가 모델을 설정할 것이라고 확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oward A. Zucker 의학박사 겸 법학박사  

보건부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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