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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일요일 하루 동안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25만여 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발표

동반 질환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까지 대상 확대 후 주 운영 백신 접종소에서
250,924건을 성공적으로 예약
일요일에만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도구를 통해 총 심사 건의 13%인
1,645,941건의 개인 심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동반 질환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첫날인 일요일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서 25만 건 이상의 접종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최대 일일 등록 수치입니다.
정확히 250,924명의 뉴욕 주민들이 시간당 거의 10,000명의 속도로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했습니다. 또한, 일요일 주의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도구를 통해
1,645,941건의 심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심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실시된 모든 심사 중 13%에 해당합니다.
이 대규모 접종 예약이 끝남에 따라, 현재 4월 16일까지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의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
•
•

New York State Fair - 3월 16일까지 예약
SUNY(뉴욕 주립 대학교) Potsdam - 4월 1일까지 예약
Rochester(로체스터) Dome - 4월 4일까지 예약
SUNY Stony Brook(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 4월 13일까지 예약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확대하고, 뉴욕 주민들이 주
전역에서 쉽게 예약하고, 접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000건의 예약은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백신 공급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격이 있는지 알아내고, 예약하며,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방 접종을 더욱 밀어붙이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열었을 때는 일요일과 같은 수의

사람들이 예약하기까지 30시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업무량이 매우 높은 이 기간에, 주
공식 웹사이트와 콜센터는 모두 대규모 볼륨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을
처리했으며, 이는 두 자원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합니다.
스케줄링 툴이 처음 출시된 이후, 주요 티켓 중개인이 사용하는 유형과 유사한 대기실이
홈페이지에 추가되어 트래픽 흐름을 관리하고 75세 이상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콜백 기능
및 전용 회선이 주 핫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한 눈에 보기: 2월 14일 주 대규모 예방 접종소의 예약 데이터
•
•
•

총 예약 수: 250,925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도구를 통한 총 자격 심사: 1,645,941(1월
이후 모든 심사 건의 13%)
핫라인 총 통화 수: 30,543
o 평균 핫라인 대기 시간: 24분 43초
▪ 대기 후 예약까지 걸린 평균 시간: 13분 36초

동반 질환을 가진 뉴욕 주민들을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현재 약 1천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 대상이 됩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3주 동안 주간 공급량을 20%
이상까지 증가시켰지만, 뉴욕의 광대한 유통 네트워크와 접종 대상이 되는 많은 인구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훨씬 초과합니다.
제한된 공급과 약 3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자격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예약 시 인내심을 유지하도록 격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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