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독감 시즌 시작에 맞추어 예방 접종 권고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새로운 PSA 시작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접종과 동시에 가능  

  

독감 감염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최저치를 기록, 2021 독감 

시즌의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 강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유행 시즌을 맞아 새로운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뉴욕 주민에게 독려하는 공익 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또는 부스터 샷은 계절 독감 접종을 하는 곳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시즌은 주로 10월에서 5월까지이며, 12월부터 2월까지가 

피크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독감 및 코로나19에 대한 최고의 

방어입니다. 백신 접종은 자기 자신 뿐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호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께 자기 자신, 가족, 친구, 동료를 독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주 보건부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백신은 2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및 65 세 이상의 성인 등 인플루엔자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천식이나 심장병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화학 요법이나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과 같은 약물 또는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위험이 더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감 및 

코로나19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인식 수준을 제고하여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 

모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상태 유지 등이 건강을 지키고 입원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9016a63-469a5378-19039356-0cc47a6d17e0-07c8faf99cb10f8e&q=1&e=6a604fe6-5f5a-423f-b0ae-40133c38a693&u=https%3A%2F%2Fwww.dropbox.com%2Fs%2Fuxls2737wjp1lgt%2FDOHFLU2021English30_h264.mp4%3Fdl%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9016a63-469a5378-19039356-0cc47a6d17e0-07c8faf99cb10f8e&q=1&e=6a604fe6-5f5a-423f-b0ae-40133c38a693&u=https%3A%2F%2Fwww.dropbox.com%2Fs%2Fuxls2737wjp1lgt%2FDOHFLU2021English30_h264.mp4%3Fdl%3D0


  

새로운 PSA의 대본:  

독감 시즌 준비는 마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가을과 겨울을 

맞아 우리 모두 독감과 코로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십시오.  

모든 사람(화면에 6개월 이상)는 독감 접종을 맞고, 12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도 

접종해야 합니다.  

의료 담당자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ealth.ny.gov/flu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독감 활동 데이터는 뉴욕주 독감 추적기(New York State Flu Track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추적기는 지방, 지역 및 뉴욕주 전체 인플루엔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뉴욕주 건강 커넥터(New York State Health Connector)의 

대시보드입니다. 뉴욕주 독감 추적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 코로나19 추적기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독감 시즌에 뉴욕주 독감 감염 사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 보건 조치의 실시에 따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를 맞고 아플 때 집에서 지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이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손에 있는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비누와 뜨거운 물로 손을 최소한 20초 동안 자주 씻으십시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만들어진 손 소독제를 

휴대하십시오. 알코올을 최소 60% 이상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에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모든 뉴욕주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는 현재 선착순으로 예약 없이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 뉴욕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진료소에 예약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앱 또는 1-833-NYS-4-VAX로 

전화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연락하여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예약 일정을 잡거나 vaccines.gov를 방문하여 가까운 장소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 담당자 또는 지역 보건부에 

독감 접종을 위해 연락하는 한편, 인근 백신 접종소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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