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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약국이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발표

약국은 만 60세 이상의 뉴욕 주민 및 교사들에게도 예방 접종을 시행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 오늘, 약국들이 동반 질환이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국은
이전에 만 60세 이상의 뉴욕 주민과 교사들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반 질환이 있는 가진 뉴욕 주민들은 우리
주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거주자 중 하나이며, 우리가 바이러스를 물리 치고 새로운
정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은 취약한 인구를
보호합니다. 뉴욕이 더 많은 접종분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하게 되면
약국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상식적인 발걸음입니다."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다음을 사용하여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
•

의사의 서신, 또는
동반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 정보, 또는
서명된 소견서

만 16세 이상의 성인이며 다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중등증 또는 중증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이 증가하여 예방 접종 자격 대상이 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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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에 Cuomo 주지사는 백신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자 구분에 대한 제한을 3월 17일부터 대상자 확대에
따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이전에는 공정한 백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만이 특정 인구에 대한 예방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의료 종사자 대상, 지역 보건부는 필수 근로자 대상, 약국은 65 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동반질환 및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와
팝업 진료소를 구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에 3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은 백신 접종 자격이 있으며 대중과 접촉하는 공무원 및
비영리 단체 필수 근로자의 경우 3월 17일부터 자격이 주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는 대중과 접촉하는 필수 건물 서비스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월 17일에 주지사는 10개의 새로운 주정부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가 주
전역에서 예약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18일에 Cuomo 주지사는 교회, 공공
주택단지와 주민센터 등 16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서비스가 다음
주에 걸쳐 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에서 일주일 동안 4,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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