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2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은 인플루엔자 종류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206조 1항 1절 및 613조 1항에 준하여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및 지역 보건부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최소로 예방하기 위해 성인의 

자발적 예방 접종과 어린이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시행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코로나19 의 추가 확산에 대처하고, 의료 시스템 및 사회의 과도한 혼란을 피하며, 일반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발적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함에 따라,  

따라서 뉴욕주 전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적절한 배포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배포 지점(Points of Dispensing, "POD") 또는 기타 예방 접종 장소에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고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 (1) 현재 예방 접종을 관리할 권한이 없지만 

교육법(Education Law) 또는 공중보건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 본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교육법 또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교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 및 훈련을 받을 예정인 자는 이러한 

백신의 접종 시 POD 또는 기타 접종 장소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감독을 받아 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뉴욕주 

보건부가 발생한 해당 지침 및 비환자 특정 상임 명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허가함에 따라, 

교육법 또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면허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보건 전문가는 특정 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본 명령은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관리할 수 있는 해당 전문가의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 명령에 명시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예방 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문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그 

과정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도록 보장하여 뉴욕 주민이 빠르게 접종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임시적으로 정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 일부터 2021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정지, 개정 또는 지시합니다. 

 

 

• 코로나19 접종과 관련된 보건 계획이 우선 적용되도록 보험법(Insurance Law) 3216(i)(17)(E), 

3221(l)(8)(E) 및 (F), 및 4303(j)(3)항 수정 

 

•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기타 면허가 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육법 

139조에 따라 면허를 가졌으며 등록된 간호사에 의해 규정된 의료 요법의 실시를 제한하는 

범위에 대한 행정명령 202호, 교육법 6521항 및 6902항은 보건 커미셔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련의 완료 시점에 따라 다음에 한하여 변경됩니다. (1) 검사 목적으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개인으로부터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후, 비강 

또는 비 인두 면봉 표본을 수집, (2) 급성 또는 과거 코로나19 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 표본을 수집,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ACIP)의 가장 최근의 권고 및/또는 해당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 또는 비상 사용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의 최신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4)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면허가 있거나 등록된 간호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 행위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진단 받았거나 의심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면허가 있는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비환자 특정 처방을 간호사, 의료 보조원, 전문 보조원, 약사, 

또는 기타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본 행정명령 또는 커미셔너가 발생한 지침과 일치하는 

처방을 내리는 것을 다음에 한하여 허용하기 위해 행정명령 202.1항, 교육법 6909조 4항, 교육법 

6527조 6항,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8장 

64.7조를 교육법 6902조 1항, 교육법 6909조 5항 및 7항, 교육법 6527조 7항, NYCRR 8장 63.9조를 

포함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변경. (1) 검사 목적으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으로 

고통 받는다고 의심되는 개인으로부터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후, 비강 또는 비 인두 

면봉 표본을 수집, (2) 급성 또는 과거 코로나19 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 표본을 수집,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 자문 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권고 및/또는 해당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 

또는 비상 사용 허가의 최신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또는 (4)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면허가 있거나 등록된 간호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 행위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진단 받았거나 의심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등록된 전문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지시, 명령,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까지 교육법 6527조 6항, 교육법 6909조, 4항 및 5항, NYCRR 8장 64.7조. 

 

•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가 코로나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처방, 지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902항을 변경하여 본 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이러한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가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백신을 배포 지점(POD)에서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고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이러한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가 반드시 먼저 다음의 훈련을 받도록 함.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약사 교육 승인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보건 커미셔너 및 교육 커미셔너의 승인에 따라 면허를 가진 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을 해당 

백신의 미국 식품의약청 생물 평가 및 연구 센터(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승인 이후 최소 90일 내에 접종을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2020년 법(Laws of 

2020) 110장. 

 

• 주 교육부 백신 접종 인증을 받았으며 면허를 가진 약사 또는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본 

행정명령이 지정하고 허가하는 내용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환자 특정 지시 또는 

비환자 특정 처방을 지시, 명령,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의 2항 및 3항, 

NYCRR 8장 63.9조. 

 



 

 

• 본 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이러한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가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백신을 배포 

지점(POD)에서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고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면허를 가진 약사이나 뉴욕주 

교육부 예방 접종 시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코로나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처방, 

지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 및 3항, 6527조 7항, 

6909조 7항, 6802조 22항, 6828조 1항, NYCRR 8장 63.9조.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또는 POD 장소에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뉴욕주 내 모든 

카운티에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환자 

특정 처방 또는 비환자 특정 처방을 본 행정 명령이 지시하고 허용하는 바에 따라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약사 또는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약사에게 발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 6802조 22항, NYCRR 8장 63.9조. 

 

• 과거 교육법 6806조 및 NYCRR 8장 63.4조에 따라 예방 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제한된 자격을 받았으며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이러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뉴욕주에서 면허 취득 및 뉴욕주 등록 즉시 90일 내 뉴욕주에서 

이러한 접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 및 3항, 

6527조 7항, 6909조 7항, 6802조 22항, 6828조 1항 및 NYCRR 8장 63.9조. 

 

• 이러한 조항이 정상적인 임신, 출산 및 산후 치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건강한 여성의 기본적 

임신 관련 건강 관리, 신생아 검사, 유아 소생 및 위탁을 제한하고, 또한 이러한 조항이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병원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조산사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조산사가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6951조 및 NYCRR 8장 79-5.5조. 그러나 뉴욕주 

교육부가 발급한 면허가 없는 조산사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법 6601항이 구강 및 연관 조직의 치료에 대한 치과 치료 범위를 제한하고 기타 인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치과의사는 우선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은 

후,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법 6606조 및 NYCRR 8장 61.9조 1항이 치위생사의 치료 범위를 치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모든 면허를 가진 치과 병원 또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학교 또는 공공 기관에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서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NYCRR 8장 61.17조 및 

교육법 6605-b조에 따라 삽관 마취/질소 무통 치료 자격을 가진 치위생사는 우선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은 

후,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법 7001조 1항 및 2항이 구강 및 연관 조직의 치료에 대한 수족치료과 치료 범위를 제한하고 

기타 인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수족과 

의사는 우선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은 후,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법 3001조 6항 및 7항, NYCRR 10장 800.3조 o항 및 p항 및 800.15조가 응급 의료 전문가 

및 상급 응급 의료 전문가의 의무를 초기 응급 치료 시행 또는 환자 및 부상자의 이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 관리 의사에게 개별 환자에 대한 다른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응급 의료 

전문가 및 상급 응급 의료 전문가에게 적용 가능한 주정부 승인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응급 의료 전문가 및 상급 응급 의료 

전문가는 우선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은 후,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응급 의료 전문가-긴급 의료원이 행정명령 202호에 준하여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역사회 긴급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면허를 가진 의사의 

의학적 지시 하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3001조 (7)항 및 NYCRR 10장 800.3조 (p)항. 그러나 응급 의료 전문가-긴급 의료원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서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이것은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법 6801조 a항, b항, c항 및 NYCRR 8장 63.9조 b항 5절이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종을 환자의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환자에게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면허를 가진 약사는 환자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시 면역 등록부(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 또는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NYCRR 8장 64.7조 a항 3절 부속조항 ii이 등록한 전문 간호사에게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종을 환자의 주치의에게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등록한 전문 간호사는 환자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나 최소한 CIR 또는 NYSIIS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NYCRR의 8장 29.2조 a항 3절이 해당 조항이 명시한 전문가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저확히 

반영하는 기록을 환자별로 보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전문적 과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본 조항이 명시한 전문가 중 본 행정명령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자는 보건부가 지시한 모든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해당 기록을 유지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 NYCRR 8장 64.7조 a항 3절 부속절 ii의 d항이 뉴욕주 교육부 대리 위원회(Board of Regents of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규정 29.2조 a항 3절에 따라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는 등록한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정확히 반영하는 기록을 환자별로 보관 

유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등록한 전문 간호사는 보건부가 

지시한 모든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해당 

기록을 유지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 NYCRR 8장 63.9조 b항 5절 부속절 xi가 뉴욕주 교육부 대리 위원회 규정 29.2조 a항 3절에 따라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는 약사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정확히 반영하는 

기록을 환자별로 보관 유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약사는 

보건부가 지시한 모든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해당 기록을 유지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 NYCRR의 8장 64.7조 a항 2절 부속절 i이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자격을 얻은 

등록 전문 간호사에게 현재 유효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자격을 

가지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에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정하여 등록 전문 간호사가 반드시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본 심폐 소생 

자격을 가지도록 명시화합니다. 

 

• 의료 보조원이 교육, 훈련, 경험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감독 의사의 관리 없이 본 

행정명령이 허용한 바에 따라 감독 의사의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기타 백신 접종 장소에서 배포 지점의 의료 

감독 없이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NYCRR 10장 94.2조 (a) 및 (b)항 및 NYCRR 8장 

29.2조 a항 5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202.10호 및 교육법 6542조 1항 변경. 

 

• 본 행정명령에 허용하는 바에 따라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기타 백신 접종 

장소에서 의악적 감독을 포함하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호사 개업자가 서면 치료 

합의나 의사와의 협업 부재와 관련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서면 치료 합의, 의사와의 

협업을 하지 않고 교육과 훈련 및 경험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법 202.10호 교육법 6902항의 부속조항 (3) 및 NYCRR 10장의 29.2조, 29.14조, 64.5조, 기타 

NYCRR 10장 64.5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규정의 변경. 

 

• 다음에 필수적인 범위까지 NYCRR 10장 66-1.2조 및 공중보건법 2168조 (1) 19세 이상인 자가 

반드시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YSIIS) 또는 시 면역 등록부(CIR)에 접종 정보를 보고하도록 

동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적용을 중단하여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한하여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또는 뉴욕시 보건 커미셔너가 적용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자의 동의 없이 뉴욕주 보건부가 

발령한 지침에 대하여 NYSIIS 또는 CIR에 성인 예방 접종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2)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아동 및 성인)에게 해당 백신 접종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경우 NYSIIS나 CIR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이 적법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허용하도록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연구 개선법(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cts, CLIA) 연관 검사 능력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방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2조 부속절 H, J, K, M이 명시한 CLIA 

품질 기준을 충족한 연구 시설이 보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리보핵산(Ribonucleic acid, RNA), 또는 기타 호흡기 패널에 대하여 사망자 

표본을 비롯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표본을 보건부의 승인한 

범위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SARS-CoV-2 표본을 감지하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특정 연구시설에 권한을 부여하는 공중보건법 5조 V장을 비롯해 EO 

202.10호에 포함된 NYCRR 10장 58조 19항의 일부에 대한 임시 변경. 

 

 

• 교육법 8602 및 8603조 및 8603조를 비롯해 EO 202.16호에 포함된 NYCRR 10장 58-1.5항의 임시 

변경이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 의심자로부터 수집한 표본에서 SARS-CoV-2 또는 항체의 

검출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고 FDA 또는 뉴욕주 보건부가 

승인한 분석 또는 장치에 적합한 검사 인력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개인이 모든 표본에 대한 모든 임상 실험 검사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임시 변경. 

 

• EO 202.24호에 포함된 교육법 6801조에 포함된 교육법 6801의 임시 변경이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처방 및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보건부가 지정한 

적절한 훈련을 완료하면 면허를 가진 약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NA 검출을 위한 검사를 지시하고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표본을 수집하는 한편, 1988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에 따른 면제 의무 승인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에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NA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범위에서 임시 변경. 

 

• 임시 병원 위치 및 확장을 위한 착공 신청을 보건부 커미셔너가 보건 시스템 기관 또는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의 권고를 고려하지 않고 

승인하도록 허가하며 이러한 임시 장소 및 연장이 임시 백신 접종 장소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범위에서 NYCRR 10장 709조 및 710조의 중단 및/또는 변경하는 EO 

202.1호의 조항. 

 

• 승인을 받은 배신 제공자가 뉴욕주 내에서 연방 코로나19 백신 및 보조 용품(CDC 코로나19 예방 

접종 프로그램(CDC COVID-19 Vaccination Program)에 등록하여 취득한 물품)을 이러한 백신을 

무료로 실시하는 적합한 보관 및 이송 조건,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제공자 계약(CDC 

COVID-19 Vaccination Program Provider Agreement)이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며 이와 함께 뉴욕주 



 

 

보건부가 뉴욕주 교육부와 합의하여 발령한 지침을 준수하는 기타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등록한 뉴욕주 내 기타 승인 받은 백신 제공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교육법 6808조 및 기타 유관 조항. 

 

또한,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 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최소 1년의 임상 경험(본 행정명령이 상이하게 지정하지 않는 경우)을 완료했고, 보건 

커미셔너가 교육 커미셔너와의 협의를 통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다음의 장소에서 우선 

훈련을 받은 학생은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가 관리 및 승인하며 면허가 있는 의사, 

면서가 있는 의료 보조원 또는 인증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하는 배포 지점(POD)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징후, 예방, 제한, 감염 통제 관행, (2) 이러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3) 최소한 미국 간호 인증 센터, ACPE, 또는 

평생 의료 교육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는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서, (4) 적합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학생이 등록하여 백신 

접종 기술을 습득하고 보건 커미셔너가 승인한 형식으로 해당 학생이 모든 필수 훈련을 이수하고 

백신 접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자격 검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건 커미셔너가 교육 커미셔너와 협의를 거쳐 명시한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교육법 131조 및 NYCRR 8장 60부에 따른 뉴욕주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의료 

프로그램.  

 

o 교육법 139조 및 NYCRR 8장 64부에 따른 뉴욕주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한 등록 전문 

간호 프로그램 또는 면허 실무 간호 프로그램. 

 

o 교육법 131-B조 및 NYCRR 8장 60부에 따른 뉴욕주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의료 보조원 

프로그램.  

 

o 교육법 137조 및 NYCRR 8장 63부에 따른 주정부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약사 

프로그램.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따라, 백신 교육법 6806항과 NYCRR 8장 63.4항에 따라 

예방 접종 면허 를 포함하는 제한 면허를 취득한 약학 학생은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POD에서 시행하며, 이 경우 해당 학생은 다른 모든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위에 명시된 모든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o 교육법 133조 및 NYCRR 8장 61부에 따른 주정부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치과 

프로그램. 

 

o 교육법 141조 및 NYCRR 8장 65부에 따른 주정부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지의과 

프로그램.  

 

o 교육법 140조 및 NYCRR 8장 79-5항에 따른 주정부 교육부 승인 및/또는 등록 조산사 

프로그램. 

 

• 본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관리 또는 승인을 받는 POD 장소 

또는 기타 다른 예방 접종 장소에서 의료 감독을 실시하는 모든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공인 간호사는 반드시 현재 유효한 심폐 소생술(CPR)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명령 발효 60일 이내에, 공중보건법 5장 5조에 의거하여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모든 임상 실험실은 반드시 적격 단체 참가자 자격으로 뉴욕주 보건 정보 

네트워크(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for New York, SHIN-NY)에 참여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타 적격 단체 참가자가 NYCRR 10장 300부에 따라 해당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자 정보에 대한 양방향 접근권를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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