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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전국 주지사 연합,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적인 접종을 위하여 TRUMP 행정부에 질의
사항 제출

자금 조달, 배포, 공급 체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요구 사항에 관련된 질문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연방/주 협력 필수적
전국 각지에서 공화당 및 민주당 주지사가 질문 제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 주지사 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SA)은 오늘 Trump 행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일련의 질의 사항을 송부했습니다. 백신의 배포 및
접종은 주와 연방 정부 간의 물류 조정, 계획 및 재정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전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주지사들이 제출한 질문 목록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자금, 배포 및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 주지사 연합은 지난
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만나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주지사로부터 질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백악관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방비
상태가 아닌 채로 우리는 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지사들이 제출한 NGA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 자금
•
•

백신 배포 및 기타 백신 접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코로나19 백신 계획을 시행하면서 주정부 및 지역에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더욱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

•
•

2단계 이상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시행할 "현장" 지원을 위한 연방 계약 및/또는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보험 미가입자는 백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연방 정부는 건강 보험(주 보험, 메디 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Medicare),
아동 의료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기타
주정부 자금 건강 보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가입자에 대한 백신 관리 비용 관련
지침을 세울 것입니까?
백신에 대한 기금/보상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백신이 램데시비르의 경우처럼 초기에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일반 시장에서 램데시비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연방 정부는 무료 백신 제공하기 위해 얼마동안 보장할
것입니까?

할당 및 공급망
•
•
•

•

•

•

•

•
•
•
•

백신은 주에 어떻게 배포됩니까? 어떤 기준을 사용합니까?
백신은 어떻게 배포합니까? 연방 정부는 배포를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입가?
행정부는 백신 배포와 관련하여 어떤 우선 순위 요건이 적용될 것인지 더욱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주정부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약사 및 인턴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공공 예방 및 응급
준비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PREP Act)를
변경할 예정입니까?
질병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는 연방 교도소(Federal Prison),
보훈처(Veterans Affairs, VA) 및 기타 연방 기관 등 연방 기관에 대한 백신 배포를
관리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단체는 CDC로부터 직접 백신
공급받습니까? 아니면 주정부가 관리합니까?
또한 연방 직원(국가 방위군(National Guard), 미국 우체국(USPS) 직원, 연방
수사국(FBI) 직원 등이 접종 받는 경우)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주정부의 의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침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족 집단의 주권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CDC는 주정부가 아닌 각
인디언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 IHS)/종족 집단 보건 시설에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보냈습니다.(이러한 시설 중 하나,
DOH 공중 보건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 등).
공급이 부족할 때 백신 우선 순위 지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소모품(바늘, 주사기, 알코올 패드, 밴드 보조장치 등)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초저온 백신 취급(예: 해동, 해동 후 보관, 재구성 등)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임상 시험 중 초저온 백신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의 부족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o

이것이 사실이라면, 드라이아이스 부족 상황을 대비하여 백신을 최대
1주일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백신 저장용 드라이아이스 및 용기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드라이아이스가 부족할 경우, 추가 초저온 저장 냉동고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주정부 대상 지침이 변경됩니까?
▪ 우리는 또한 초저온 저장 백신의 재분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 대로 1,000개 분량을 확보할 경우,
우리는 농촌 지역에 배포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을 손상하지 않고
배포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 1,000 개 분량이 배포될 경우, 원래 포장 바깥에서 제품의 유통
기한은 얼마입니까? 더욱 적은 분량으로 포장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발송할 것입니까?
▪ 의료 종사자에게 초기에 접종할 백신이 부족할 수 있는 상항에서
최우선 순위 그룹 중 차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연방 지침이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요건
•

•
•
•

•

•
•

•
•

대형 약국 체인 및 주간 건강 관리 시스템이 연방 정부에 직접 등록할 것이라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주정부에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백신 제공자로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해 관계자가 연방
정부와 직접 계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조기 경고 신호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가 참여하는 백신 효과 관리
프로세스(부정적 효과, 면역 반응 부족 등)이 가능한 빨리 도입될 예정입니까?
연방 정부는 직접 발송을 위해 CDC에 직접 등록한 또는 주정부를 통해 등록한
종족 집단에게 현재/실시간 정보를 제공 할 것인가?
행정부는 장기 돌봄 시설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까? 특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를 통해 요양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백신 사용과
지속적인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은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
의무 사항이 적용됩니까?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불신을 야기하고 예방 접종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안전 관리 부문에서 주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면역 정보 시스템(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IIS)으로 백신 접종 관리
시스템(Vaccine Administration Management System, VAMS)을 사용하는
주에서는 몇 개입니까?
1b단계 내에서 주정부 내의 우선 순위를 공유합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메시징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
•
•

복잡한 과학적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고 대중에게 공유합니까? 어떤 유형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어떠한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까?
승인을 받은 각 백신에 대해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CDC는 백신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IIS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독감 백신 접종 데이터 수집에 매우 큰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질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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