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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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시간 동안 172,128회분을 뉴욕주 전역에서 접종   

  

지난 7일 동안 1.3백만 회 이상 투여 완료  

  

오늘부터, 만 30세 이상의 뉴욕 주민은 접종 예약을 잡고 예방 접종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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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로 접속 ny.gov/vaccin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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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뉴욕주의 방대한 

유통망을 통해 172,128회분을 투여했으며, 지난 7일 동안 1.3백만 회 이상의 선량을 

투여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30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 자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방 정부의 16주 차 백신 배포는 주 중반에 시작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열쇠는 모든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매주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자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30세 이상 모든 뉴욕 

주민이 자격을 얻으며 4월 6일에 자격이 시작됩니다. 뉴욕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이 이미 

백신을 적어도 1회 접종받았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배포에 계속 집중하면서 매일 더 많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의 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금은 강한 뉴욕을 

유지해야 하며 확산을 막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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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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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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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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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체 분석  

총 백신 접종 분량 - 9,229,098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172,128  

지난 7일 동안의 총 접종 분량 - 1,354,054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뉴욕 주민의 비율 - 29.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뉴욕 주민의 비율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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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836  3,442  208,301  7,343  

Central New York  314,320  2,562  201,655  6,798  

Finger Lakes  372,550  3,691  210,658  7,483  

Long Island  712,638  10,868  395,027  11,131  

Mid-Hudson  598,047  6,880  306,558  9,001  

Mohawk Valley  159,265  2,014  98,624  3,353  

New York City  2,685,931  35,599  1,596,291  45,835  

North Country  167,820  1,479  114,394  3,867  

Southern Tier  202,501  1,630  113,597  3,685  

Western New York  397,487  4,952  218,631  6,044  

뉴욕주 전역  5,971,395  73,117  3,463,736  104,540  

  
  

  
         
  

뉴욕 공급자 전용으로 

수령한 1차 접종분  

뉴욕 공급자 

전용으로 수령한 2차 

접종분  

총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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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1/3 도착 백신  
227,395  0  227,395  8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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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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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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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째 주 3/8~3/14 

도착 백신  
618,880  526,415  1,145,295  7,686,405  

열네 번째 주 도착 

백신 3/15~3/21  
699,790  584,775  1,284,565  8,970,970  

열다섯 번째 주 도착 

백신 3/22~3/28  
828,000  737,080  1,565,080  10,536,050  

  

접종 자격을 확인하고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집단 예방접종 진료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웹사이트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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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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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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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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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사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적절한 조사기관으로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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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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