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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주지사협회, BIDEN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노력에 대한 주 정부와의 

향상된 보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행  

  

전국적으로 보고되는 예방접종 데이터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노력을 구별하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요청하는 서한  

  

약국 및 연방 공인 보건 센터를 이용하는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을 주 정부와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  

  

서한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오늘 전미주지사협회는 Joe Biden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배포 노력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향상된 보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배포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할 때 어떤 조치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어떤 조치가 연방 정부의 운영인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연방 

배포 프로그램을 구분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이 서한은 또한 약국과 연방 공인 보건 

센터를 이용하는 연방 정부의 결정이 주 정부와 조정되도록 요청합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대통령님께,  

  

주지사들은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승리를 축하드리며, 함께 이 어려운 시기와 싸우며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팀이 이미 저희 주지사들의 조치 

권한을 확대 조정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으며 함께 힘을 합칠 때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우려되는 두 가지의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미국 사람들이 

백신 배포 과정과 연방 및 주 정부가 확장하는 노력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래로 계속 진행 중인 문제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백신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기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GAExecutiveCommitteeLettertoPresident.pdf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각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각 주에 배포되는 백신의 수와 백신 접종 횟수에 대한 공공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 메커니즘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백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고 접종됩니다. 연방 정부는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요양원 및 장기 치료 시설의 예방 접종을 위해 민간 약국과 계약을 맺는 

프로그램(LTCF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선정한 저희 각 주의 특정 약국에 직접 백신을 전달하는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연방 정부가 선택한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에 직접 배포하는 또 다른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세 가지 연방 

조치입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첫 번째 선량"과 "두 번째 선량"에 대한 백신 할당을 

받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투여량의 접종 관리에 대한 투명성, 책임, 그리고 

저희의 역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방 LTCF 프로그램, 약국 프로그램 및 FQHC 

프로그램은 연방 관리 대상이며 주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혼란을 피하고 미국 국민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별개의 노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주는 우리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시설 수준에서 연방 백신 접종 조치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약국과 FQHC를 사용하는 연방 정부의 결정은 주 정부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는 또한 선량을 종종 동일한 약국과 FQHC에 할당합니다. 저희는 

개별 엔터티의 용량을 이해하고 처리량과 재고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부 

약국과 FQHC는 다른 약국보다 그 일에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엔터티에 대한 효과 

데이터를 따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각 지역사회와 

인근에 다른 조치의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의 조정과 및 

협의 없이 이러한 동일한 단체에 독립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와 특히 훌륭한 일을 해오고 있는 Jeff Zients 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상호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주 주지사 Andrew Cuomo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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