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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동반 질환과 기저 

질환 목록을 발표  

  

암, 만성 신장 질환, 폐 질환, 지적 및 발달 장애, 심장 질환, 면역 저하 상태, 중증 비만, 

임신, 겸상적혈구 질환 또는 지중해 빈혈, 제1형 또는 2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신경학적 

상태 및 간 질환이 자격에 해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동반 질환과 기저 질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동반 질환 중 

하나를 가진 뉴욕 주민은 2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반질환과 기저 질환을 가진 뉴욕 주민들은 주 

인구 전체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사, 변호사, 목수, 그리고 매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의사들이며, 크게 영향을 받은 인구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제한된 

백신 공급을 배포함에 따라 가장 고통받는 취약한 인구에 대한 예방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의 

9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월 15일부터 동반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병원에 그 인구를 접종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일주일간 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반 질환과 기저질환의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추가적인 

과학적 증거가 발표되고 뉴욕주에서 추가적인 주별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질병의 위험 증가 또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의 성인:  

  

• 암(현재 또는 완화 상태의 경우, 9/11 관련 암 포함)  

• 만성 신장 질환  

• 폐질환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천식(중등도에서 중증), 폐 섬유증, 낭포성 섬유증 및 9/11 관련 폐 

질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지적 및 발달 장애  



 

 

•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심장근육병증 또는 고혈압(정상치보다 높은 혈압) 

등 심장 관련 질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고형장기 이식, 혈액이나 골수 이식, 면역 결핍,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다른 면역 약화의 

사용,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면역 손상(면역 체계 약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중증 비만(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40kg/m2) 또는 비만(BMI 

30kg/m2 이상 40kg/m2 미만)  

• 임신  

• 겸상적혈구 질환 또는 지중해빈혈  

• 1형 또는 2형 당뇨병  

• 뇌혈관질환(혈관과 뇌로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침)  

•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경학적 질환  

• 간 질환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8d31d45-c7482454-98d1e470-000babd9fe9f-e290f2010ec93ab8&q=1&e=f471bcd4-52ee-4eff-9895-659e443ed145&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D53703FFB4AC10F885258673006F34B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