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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코비드-19 백신 배포 준비 

2020 년 12 월 2 일 

알버타 정부는 코비드-19 백신을 수령하고 배포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21 년 1 분기에 최대 

435,000 명의 알버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는 백신이 

상용화되는 즉시 단계별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알버타 정부는 코비드-19 

백신 태스크 포스를 임명했습니다. 은퇴한 소장 (Lt.-Gen.)으로서 

시정 (Municipal Affairs) 차관인 폴 위닉 (Paul Wynnyk)이 

위원장을 맡은 코비드-19 백신 태스크 포스는 알버타 헬스 

(Alberta Health) 및 알버타 헬스 서비스 (Alberta Health 

Services)가 백신 전달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알버타는 1 일차부터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최고 공중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 (former) 

캐나다 육군 사령관이 이끌 것입니다.” 

제이슨 케니, 주 수상 (Jason Kenney, Premier) 

 

테스크 포스는 백신을 알버타 주 전역에 윤리적으로, 적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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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알버타 주 예방 접종 배송 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준비되는 때를 대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입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코비드-19 의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강력하고 표적화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보건 공무원들은 백신이 

이용 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알버타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담보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새로운 태스크 포스는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타일러 섄드로, 보건부 장관 (Tyler Shandro, Minister of Health) 

 

현재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그 어떤 코비드-19 백신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승인되는 경우, 알버타 주는 2021 년 1 월부터 3 월 사이에 가장 취약한 알버타 주민 435,000 명을 

일차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화이자 (Pfizer) 및 모더나 (Moderna) 백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버타 주가 백신을 입수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배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뽑힌 다 학문 (multidisciplinary) 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폴 위닉, 코비드-19 백신 태스크 포스 의장 (Paul Wynnyk, chair, COVID-19 Vaccine Task Force) 

 

일단 백신을 받게 되면, 1 월 초 제 1 단계를 시작으로 예방 접종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제 1 단계에 예방 접종을 받을 사람에는 장기 요양 (long-term care) 및 지정 지원 생활 시설 거주자 

(designated supportive living residents)와 그 시설의 직원, 65 세 이상의 보호 구역에 사는 원주민, 

75 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노동 인구 역량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요하며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코비드-19 을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료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제 2 단계는 2021 년 4 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또 다시 우선순위를 가진 집단을 표적으로 합니다. 

제 3 단계는 일반 알버타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인데, 2021 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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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초기 단계에 주 정부 운영 센터 (Provincial Operations Centre)는 위닉 (Wynnyck)의 리더십 

하에 개인 보호 장비 (PPE)에 대한 세계적인 쇄도 속에서 알버타 헬스 서비스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던 부서로서,마스크, 가운, 장갑 및 안면 보호대를 조달하고 배포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태스크 포스 멤버는 운영 및 물류, 연방-지방 관계, 보건 및 임상 영역, 공중 보건 및 

예방 접종, 윤리 및 정보 기술과 데이터 분야의 범 정부적인 (cross-government) 전문 지식을 

포함합니다. 
 

간단한 정보들 

 알버타 주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코비드-19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연방 정부 및 기타 주 및 

준주들 (territories)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 캐나다 보건부는 그 어떤 코비드-19 백신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버타 주에는 두 가지 백신이 할당되었으며,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2021 년 

초부터 도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버타 주는 2021 년 초부터 화이자 백신 물량을 받고, 그 후속으로 모더나 백신 물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양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는 중에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2021 년 1 분기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선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적인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021 년 후반에 백신의 추가적인 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