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
코비드-19 백신 접종 보급대상 안내
■ 캘리포니아 주 접종 백신 계획

캘리포니아는 공정한 배포를 위해 COVID-19 백신이 공급되는 즉시 이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백신 접종은 의료 종사자와 장기 요양자로 제한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의 다음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입니다:
●
●
●
●

중증의 질병 또는 사망(연령이나 기타 요인에 기인) 고위험군
재택 근무가 어려운 경우
피해가 큰 지리적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에게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해당 개인들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A 단계 (약 3백만명)
● 의료 종사자
● 장기 요양자
1a 단계에 대한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ment of Public Health, CDPH) 배정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1B 제 1 단계
● 65세 이상 연령자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교육 및 보육
○ 응급 서비스
○ 식량 및 농업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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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제 2 단계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교통 및 물류
○ 산업, 상업, 주거 및 보호 시설 및 서비스
○ 중요제조
● 발생 위험을 수반하는 집합 환경:
○ 감금자
○ 노숙자

1C 단계
● 50-64세 연령자
● 중증의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16-49세의 기저질환자 또는 장애자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상하수도
○ 방위산업
○ 에너지
○ 화학 및 위험물질
○ 통신 및 IT
○ 금융 서비스
○ 정부 기관 운영/지역 사회 필수 기능

백신 우선 순위 및 제공자의 의한 방문 접종
모든 백신 접종 제공자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1A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백신 접종
1. 65세 이상 해당자에 대한 백신 접종 개시 제공 가능한 공급량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B단계 제 1등급 해당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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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75세 이상 해당자
● 산업 위험 노출도: 근무로 인해 노출 위험이 더 커지는 해당자
● 취약한 지역 사회 내 거주: 캘리포니아 건강한 장소 지표 (California Healthy
Places Index) 또는 유사한 지역별 보건부의 확인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백신 단계별 진행
보건부와 의료 제공자는 다음 경우에 우선 순위가 낮은 대상자에 대해 신속히 백신투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현 집단에서의 수요 진정, 또는
● 라벨 설명문에 따른 투여 분량의 유효 기간 만료 임박 또는,
● 투여 분량이 해동되어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첫번째 투여 분량은 즉시 사용하며 첫번째 투여 분량을 두번째 투여 분량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CDPH  백
 신 단계 및 등급별 진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백신 관련 결정 과정
전문가 집단과 지역 사회 대표자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백신 우선 순위가 공정하게
정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침 초안 작성 실무단
지침 초안 작성 실무단(Drafting Guidelines Workgroup)에서는 백신의 우선 순위와
배분에 관한 캘리포니아만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백신 진행 및 자원에 관한 자료는 CDPH의 실무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사회 백신 자문 위원회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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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백신 자문 위원회(Community Vaccine Advisory Committee)는 공정한 백신
실행 및 의사 결정에 대한 방안 마련과 장애 해결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 및 전체 회의 자료는 CDPH의 위원회 활동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백신 배분 및 투여
연방 정부는 주 1회 각 주 별로 예상 배분량을 발표합니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투여
분량 배분 수치는 예상치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자는 주문을 접수시켜야
하며, 이 주문은 주 정부가 검토한 후 연방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후 연방 정부가 주문을
승인하여 해당 요청분을 제조사에 제출합니다. 제조사나 중앙 배급자는 백신을 지역별
제공자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연방 정부가 결정한 할당량이 보건소나 의료 제공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시 백신 접종 계획

백신 접종 공급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있으므로, 주 정부는 접종 대상을 분별하여 순차적으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일선 의료 종사자
○ 샌프란시스코의 약 9만명 이상의 일선 의료 종사자들은 1A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A 단계에 대한 CDP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본인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의료 종사자라면 예방접종 대상 선택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백신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B 단계에는 2개의 세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B 제 1 단계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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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연령자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교육 및 보육
○ 응급 서비스
○ 식량 및 농업

1B 제 2 단계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교통 및 물류
○ 산업, 상업, 주거 및 보호 시설 및 서비스
○ 중요제조
● 발생 위험을 수반하는 집합 환경:
○ 감금자
○ 노숙자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1B 단계 대상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 백신접종 대상자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1C 단계
● 50-64세 연령자
● 중증의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16-49세의 기저질환자 또는 장애자
● 다음 부분에서 근무하는 노출 위험자:
○ 상하수도
○ 방위산업
○ 에너지
○ 화학 및 위험물질
○ 통신 및 IT
○ 금융 서비스
○ 정부 기관 운영/지역 사회 필수 기능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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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요 의료 제공자들이 1C 단계 대상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문 보기
캘리포니아 주 백신 접종 계획: https://covid19.ca.gov/ko/vaccines/
Healthcare worker vaccination in San Francisco:
https://sf.gov/information/healthcare-worker-vaccination-san-francisco

*원본 출처: Official California State Government Website (CA.GOV),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SF.GOV)
*번역 출처:  Official California State Government Website (CA.GOV), Korean Center, Inc.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