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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 검토를 위한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 구성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는 연방 정부가 배포를 승인한 모든 백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 및 과학 전문가로 구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연방 정부 승인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하는 한편 바이러스 대응 효율성을 개선하고 뉴욕주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조언하는 단체인 뉴욕주의 독립적인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Clinical Advisory Task
Force)의 구성원을 임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을 때 배포 계획을 시행할 것이고, 우리는 해당 내용을 결정할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 뉴욕의 의사 및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로 구성된 뉴욕의
조직이 직접 FDA의 결정을 검토한 후에야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민의 절반이 안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을 복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며, 접종해도 괜찮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포 정책을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코로나에서 안전한 주가 되고 싶습니다."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의 구성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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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M. Rice, 박사, 록펠러 대학교(The Rockefeller University)
Scott M. Hammer, 의학박사, 뉴욕-장로교/컬럼비아 대학교 의학센터(NewYorkPresbyterian/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Adolfo Garcia-Sastre, 박사,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Sharon Nachman, 의학박사, 스토니브룩 대학교 르네상스
의과대학(Renaissance School of Medicine at Stony Brook University)
Kelvin Lee, 의학박사, 로스웰 파크(Roswell Park)
Bruce Farber, 의학박사,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Shawneequa Callier, 석사, 법학박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보건의과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주지사는 뉴욕주가 코로나 백신 대비를 위해 두 개의 분리된 기초 태스크 포스를
조직한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목요일 백신의 관리 및 배송 계획 수립을
맡을 첫 번째 태스크 포스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토 및 평가해야 하는 두 번째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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