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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KATHY HOCHUL 주지사, 접종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 대상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발표

뉴욕주, 위험군 뉴욕 주민들의 백신 면역력을 연장하기 위해 CDC의 권고 승인
주 전역에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인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확실한 실행 및 지원 계획
시작, 새로운 부스터샷 전용 웹사이트 개설 - NY.gov/Boosters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 및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 등 이번 가을
권장되는 모든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히 시행하며 주 전역의 접종 대상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앞서서 효과적이고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는 백신으로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연방과 주의 의료 전문가의 의견대로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은 특히 위험군에 있는 뉴욕
주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뉴욕
주민들이 접종을 받게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 국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Clinical
Advisory Task Force)는 Walensky 국장이 9월 24일 금요일에 코로나19에 맞서 뉴욕
주민 대상으로 새로운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한 CDC 성명을
승인했습니다. CDC의 권고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네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뉴욕 주민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 접종 후 적어도
6개월 지나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또는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 50 - 64세이며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뉴욕 주민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 접종 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18-49세이며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개인의 이득과 위험에 따라 선택.
• 18-64세이며 직업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노출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 개인의
이득과 위험에 따라 선택.
현재는, 최소 6개월 전에 기본 백신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또는 얀센/존슨&존슨(J&J)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현재는 이번에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 국장 Dr. Howard Zu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증상과

입원치료를 예방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검토한 후,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를 포함하여 연방과 주의 의료
전문가들은, 취약층의 뉴욕 주민은 화이자 기본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 지나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접종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은 부스터샷을 맞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인의 일차 의료 제공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파상풍, 홍역-볼거리-풍진, A형 및 B형 간염 예방주사를 포함하여
면역력 지속을 위해 한 두번 이상의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부스터샷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준비성 덕분에
주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접종소, 약국, 가까운 보건소, 클리닉, 연방정부 인증 의료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및 뉴욕 전역의 그 밖의 장소에서 부스터샷을
널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추가 접종, 접종자격, 자주 묻는 질문
및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현장 제공자를 위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주정부는 주의
Excelsior Pass 플랫폼을 통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욕 주민들에게 이메일, SMS 문자
메시지, 기존의 방식과 디지털 마케팅 활동, 지역 알림을 비롯하여 자격이 되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최근에 부스터샷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카운티 보건소들에 6,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응급 구조 대원(EMT)이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즉시 2,000명 이상의 충분히 훈련받은 백신 투여 인력을 주정부
프로그램에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부스터 접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50,000개의 기본 EMT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독감 백신을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모든 계절성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및/또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은 일부 일차
진료 제공자의 진료실과 일부 카운티 보건소와 약국에서 계절성 독감 예방주사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종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만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계속해서 과학 지식에 따르고 추가 데이터가 나오는대로 뉴욕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대규모 접종소가 현재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진료소에 예약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접종 대상자 확인(Am I Eligible)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833-NYS-4-VAX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 약국, 또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백신이
준비될 경우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할 때 가까운 의료제공자가 부스터샷을 투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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