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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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뉴욕 보건 의료 진료소는 수령한 1차 접종분의 92%를 접종  

  

백신 대시보드는 뉴욕주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매일 

업데이트되며 인구 통계 데이터를 새롭게 포함, 다음의 링크로 

접속 ny.gov/vaccin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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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뉴욕의 보건의료 

배포소는 1차 접종분의 92%를 접종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10주 차 할당이 지연되었습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업체 및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보건 의료 배포소는 연방 정부에서 배송된 총 접종분 중 현재까지 

89%를 투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대량 예방 접종소 

세우는 것부터 지역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지역사회에 

직접 접종을 실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포하는 방법을 찾는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백신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에 100,000회 접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백신 공급 증가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유색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백신은 터널 끝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약 1,00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연방 정부는 다음 3주간의 

주간 공급량을 20% 이상까지 증가시켰지만, 뉴욕의 광대한 유통 네트워크와 접종 

대상이 되는 많은 인구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훨씬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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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심사 도구는 동반 질환 및 기저 질환이 있는 개인들을 

위해 업데이트되었으며, 향후 몇 주 동안의 신규 예약이 순차적으로 발표됩니다. 다음 

주부터 현지 보건부는 이들을 위한 백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뉴욕 주민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여 접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서신, 또는  

• 동반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 정보 또는  

• 서명된 소견서  

아래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수치는 주의 백신 접종을 위해 뉴욕으로 배포되어 전달되는 

분량입니다, 연방 정부의 장기 치료 시설 프로그램 예약 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오늘 오전 11시에 뉴욕주에 보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 9주 

차부터 총공급량에는 일부 연방 장기 돌봄 시설(Long Term Care Facility) 프로그램에서 

재배분된 추가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할당 합계에는 10주 할당량의 60%가 

포함됩니다.  

  

주 전체 분석  

1차 백신 수령 분량 - 2,406,535  

1차 백신 접종 분량 - 2,206,988  

2차 백신 수령 분량 - 1,337,275  

2차 백신 접종 분량 - 1,126,128  

  

지역  
총 수령 백신  

(1차 및 2차)  

총 접종 백신  

(1차 및 2차)  

접종/수령 백신 총비율  

(1차 및 2차)  

Capital Region  235,880  208,491  88%  

Central New York  199,220  178,775  90%  

Finger Lakes  223,975  208,583  93%  

Long Island  468,995  416,577  89%  

Mid-Hudson  352,475  284,830  81%  

Mohawk Valley  107,905  91,210  85%  

New York City  1,667,015  1,478,977  89%  

North Country  122,705  117,510  96%  

Southern Tier  118,595  112,975  95%  

Western New York  247,045  235,188  95%  

뉴욕주 전역  3,743,810  3,333,116  89%  

  

  
  

뉴욕이 의료 진료소 

전용으로 수령한 1차 

접종분  

뉴욕이 의료 진료소 

전용으로 수령한 2차 

접종분  

총계  누계  

첫째 주  

12/14~12/20 

도착 백신  

90,675  0  90,675  
해당 사항 

없음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CZa_gSpoTOaRHVL1sjG3W71NoBETnMd3zqOmSv5LeZUrboKmy9XYCAFodHRwczovL2FtLWktZWxpZ2libGUuY292aWQxOXZhY2NpbmUuaGVhbHRoLm55Lmdvdi8.


 

 

둘째 주  

12/21~12/27 

도착 백신  

392,025  
  

0  392,025  482,700  

셋째 주  

12/28 ~1/3 도착 

백신  

201,500  
  

0  201,500  684,200  

넷째 주  

1/4~1/10 도착 

백신  

160,050  90,675  250,725  934,925  

다섯째 주  

1/11~1/17 도착 

백신  

209,400  45,825  255,225  1,190,150  

여섯째 주  

도착 백신  

1/18~1/24  

250,400  428,100  678,500  1,868,650  

일곱째 주  

도착 백신  

1/25~1/31  

250,400  160,450  410,850  2,279,500  

여덟째 주  

도착 백신  

2/1~2/7  

320,525  208,800  529,325  2,808,825  

아홉째 주  

도착 백신  

2/8~2/14  

317,700  
244,500  

  
  

562,200  3,371,025  

열째 주  

도착 백신  

2/15~ 
2/21*  

213,860  158,925  372,785  3,743,810  

*이 수치는 10주 차 할당량의 60%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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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으로 인해 접종 예약은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접종 자격을 확인하고 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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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저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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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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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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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백신 공급 과정에서 기만행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뉴욕 주민들은 바로 

833-VAX-SCAM(833-829-7226)으로 무료 전화를 걸거나 뉴욕주 보건부 

STOPVAXFRAUD@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핫라인 직원들은 불만 

사항을 적절한 조사기관으로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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