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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총 7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발표  

  

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 대상 필수 근로자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지난 24시간 동안 148,564회분을 뉴욕주 전역에서 접종   

  

지난 7일 동안 1백만 회 이상 투여 완료   

  

백신 현황은 주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매일 업데이트되며, 

다음의 링크로 접속 ny.gov/vaccinetracke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700만 회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대면 필수 

근로자는 백신 접종 자격 대상이 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뉴욕의 방대한 유통망을 

통해 148,564회분이 투여되었으며, 지난 7일 동안 1백만 회 이상의 선량이 

투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능력은 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만큼이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망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주 전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새로운 접종소를 

개설하고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뉴욕은 백신 

접종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다수의 접종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 공급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는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검사 도구가 동반 질환 및 기저 질환을 가진 개인들을 

위해 업데이트되었으며, 향후 몇 주 동안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다음을 제시하여 접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서신, 또는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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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에 뉴욕주에 보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      

  

주 전체 분석  

총 백신 접종 분량 - 7,003,834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148,564  

지난 7일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1,048,858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뉴욕 주민의 비율 - 23.5%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뉴욕 주민의 비율 - 12.2%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은 주민  일련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  

지역  
누적  

총  

증가량  

지난 24시간 내  

누적  

총  

증가량  

지난 24시간 내  

Capital Region  289,203  6,826  146,101  2,753  

Central New York  256,716  3,947  144,059  4,396  

Finger Lakes  297,015  6,451  152,862  2,019  

Long Island  537,946  15,342  297,960  7,282  

Mid-Hudson  450,439  10,897  225,898  3,905  

Mohawk Valley  127,405  1,961  69,603  1,570  

New York City  2,122,244  43,714  1,065,549  27,333  

North Country  145,280  1,486  83,419  1,590  

Southern Tier  158,940  3,360  85,485  2,046  

Western New York  306,069  7,243  169,141  3,362  

뉴욕주 전역  4,691,257  101,227  2,440,077  56,256  

  
  

  
     
  

뉴욕 제공자 전용으로 

수령한 1차 접종분  

뉴욕 제공자 전용으로 

수령한 2차 접종분  
총계  누계  

첫째 주  

12/14~12/20 도착 

백신  

163,650  0  163,650  163,650  

둘째 주  

12/21~12/27 도착 

백신  

452,125  0  452,125  615,775  

셋째 주  227,395  0  227,395  843,170  



 

 

12/28 ~1/3 도착 

백신  

넷째 주  

1/4~1/10 도착 백신  
239,025  165,150  404,175  1,247,345  

다섯째 주  

1/11~1/17 도착 

백신  

221,315  119,925  
  
341,240  

  
1,588,585  

여섯째 주  

도착 백신  

1/18~1/24  

250,400  462,395  
  
712,795  

  
2,301,380  

일곱째 주  

도착 백신  

1/25~1/31  

260,150  239,525  499,675  2,801,055  

여덟째 주  

도착 백신  

02/01~02/07  

321,850  220,720  542,570  3,343,625  

아홉째 주  

도착 백신  

2/8~2/14  

320,000  244,500  564,500  3,908,125  

열째 주  

도착 백신  

2/15~2/21  

356,990  265,525  622,515  4,530,640  

열한째 주  

도착 백신  

2/22~2/28  

393,530  305,780  699,310  5,229,950  

열두째 주  

도착 백신  

03/01~03/07  

1,020,660  290,500  1,311,160  6,541,110  

열세째 주 3/8~3/14 

도착 백신  
455,365  339,790  795,155  7,336,265  

  

접종 자격을 확인하고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집단 예방접종 진료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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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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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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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사기관에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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