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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정부 백신 접종에 대한 최신 소식을 뉴욕 주민에게 발표  

  

지역 병원 시스템이 주도하는 지역 예방 접종 허브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2단계에 앞서 지역 예방 접종 네트워크 개발  

  

뉴욕주는 뉴욕 백신 접종 캠페인 및 웹사이트를 출범하여 대중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접종에 대한 자신감 고양  

  

금융 서비스부는 뉴욕 건강 보험사에 즉시 무료 코로나19 백신 보장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 관리 계획(Vaccination 

Administration Plan)에 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지역 백 접종 허브(Regional Vaccination 

Hub)를 설립하여 2021년 초부터 뉴욕주 계획 2단계 실시에 맞추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정부는 백신과 주정부 백신 관리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뉴욕 백신 

접종(Vaccinate New York) 캠페인 및 웹사이트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뉴욕 건강 보험사에게 고객 자기 부담금 없이 즉시 코로나19 면역을 

위한 예방 접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야침찬 정부 조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욕 주민이며, 언제나 높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언제나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류, 공급은 물론 가장 중요하게 공공 교육과 접근성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구의 75~ 85%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접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뉴욕 백신 접종 캠페인과 웹사이트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이 조금의 비용 

부담도 없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 강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며, 우리는 

터널 끝의 밝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 예방 접종 허브  



 

 

지역 병원 시스템이 주도하는 지역 예방 접종 허브(Regional Vaccination Hub)는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예방 접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뉴욕주 예방 접종 관리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도록 

안내합니다. 주정부 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2단계에는 일반 대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필수 노동자 및 개인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 예방 접종 허브 코디네이터는 주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시행 2단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지역 접종 시행 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 수립 과정에서 각 허브는 현지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직접 협력하여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 컨트리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조건 및 요구는 뉴욕시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백신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달 및 접종 시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백신 접종률이 낮고 

건강 관련 수치가 좋지 않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공정하고 공정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 1월 하순 경 2단계를 시작하도록 접종 시행 

준비를 마치기 위해 1월 첫 번째 주까지 계획을 반드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허브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허브 코디네이터  

뉴욕시  
그레이터 뉴욕 병원 연합(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롱아일랜드  
노스웰 헬스 시스템스(Northwell Health 

Systems)  

미드 허드슨  
웨스트체스터 의료 센터(Westchester 

Medical Center)  

주도 지역  올버니 의료 센터(Albany Medical Center)  

노스 컨트리  
챔플레인 밸리 피지션스 병원(Champlain 

Valley Physicians Hospital)  

모호크 밸리  
모호크모호크 밸리 의료 센터(Mohawk Valley 

Medical Center)  

서던 티어  
유나이티드 헬스 서비스(United Health 

Services)  

센트럴 뉴욕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의료 

센터(SUNY Upstate Medical Center)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대학교 의료 센터(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웨스턴 뉴욕  가톨릭 건강 시스템(Catholic Health System)  

  

뉴욕 백신 접종 웹사이트 및 인식 제고 캠페인  



 

 

뉴욕 백신접종 웹사이트는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교육을 위해 시행되는 뉴욕주 

캠페인 1단계 조치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뉴욕 주민은 백신과 안전성, 접종 우선 

순위, 기타 상세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욕 주민은 백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섹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백신 관련 결정을 뉴욕에서 승인한 

뉴욕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Clinical Advisory Task Force)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뉴욕의 

백신 배포 및 접종 태스트포스(Vaccine Distribution anc Implementation Task Force)에 

대한 정보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www.ny.gov/vaccine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건강 보험사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보장하도록 지시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는 뉴욕주 규제를 받는 건강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람을 발행하여 

고객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비용을 즉시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부가 백신의 뉴욕 최초 배송에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뉴욕주 규제를 받는 건강 보험사가 고객 비용 분담 없이 의료보험 정책 및 

계약 하에서 예방적 면역 조치에 대한 비용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의 내용과 일치하며,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구조, 구제, 경제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의 면역 관련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연방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시행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할 경우에도 의무적인 보장 대상이 됩니다. 질병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COVID-19 Vaccination Program)에 

참여한 건강 보험사는 반드시 개인의 비용 지불 능력 또는 건강 보험 보장 상태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접종 시행에 동의해야 하며, 접종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부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DFS는 보험사가 뉴욕 주민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시행에 대한 비용을 즉시 보장하도록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과 

관련된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금전적 부담을 제거할 것입니다."  

  

뉴욕 건강 계획 연합(New York Health Plan Association)의 Eric Linze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코로나바이루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중 보건 필수 정책입니다 Cuomo 주지사와 

http://www.ny.gov/vaccine
https://www.dfs.ny.gov/industry_guidance/circular_letters/cl2020_s04_cl2020_12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receive-initial-delivery-covid-19-vaccine-doses-170000-new#:~:text=Governor%20Andrew%20M.%20Cuomo%20today,by%20Pfizer%E2%80%94on%20December%2015.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draft-new-york-state-covid-19-vaccination-administration-progra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11-06/pdf/2020-24332.pdf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index.html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index.html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index.html


 

 

그의 행정부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 건강 계획은 보건부 및 지역 공중 보건 기관, 배송 시스템 파트너 들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의 예방 접종 실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DFS는 승인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시행에 대하여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의무 사항이 모두 준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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