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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만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지침 및 자원 

제공 발표  

  

부모 및 후견인에게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자원, 접종소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새로운 웹사이트 ny.gov/Vaxforkids  

  

보건부는 CDC 권고안에 기초해 보건 서비스 제공자 대상 임상 지침 배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웹사이트를 출범하여, 뉴욕주의 만 5~11세 아동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력에 대한 임상 지침, 추가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내 비상 승인을 받았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Clinical Advisory Task Force)의 추천을 받은 화이자-

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소아과 코로나19 백신이 주 내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를 이토록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연말연시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저는 

모든 부모 및 후견인들께 만 5~11세 아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소아과 전문의 

및 가족 주치의에게 연락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어린이 및 가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CDC의 성명서 및 공식 권고안을 수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 위한 미국 연방 보건 

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 접종 분량의 1/3 

수준으로 사용되는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은 만 5세에서 11세 아동의 

코로나19 예방에 90.7%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역학 국장인 Emily Lutterlo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5~11세 아동 두 명의 부모로서 저는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뉴욕 부모 및 후견인은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국과 주 최고의 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이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81976c0-47824ff2-181b8ff5-000babd905ee-a0f9cb8a67e26c8d&q=1&e=87a9c2f3-492f-436d-b64b-83ebb559f9fc&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ny.gov%252FVaxforkids%26data%3D04%257C01%257Cjill.montag%2540health.ny.gov%257Cf4a87067b7b04830766008d9a0606ab7%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717158410689353%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3000%26sdata%3Ddb83ZFVebciC39H7BZWtcsO%252Fygyxyweg1HS9hLtRkN0%253D%26reserved%3D0
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1/11/pediatric_vaccination_guidance_11.4.pdf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뉴욕주의 소아과 전문의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백신 공급 이후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은 이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며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가족 주치의, 카운티 보건부, 연방 인증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지방 보건 센터 약국 등으로 구성된 주정부의 광대한 

네트워크는 새롭게 접종 대상이 된 그룹에 백신 접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보건부는 계속 수백 명 이상의 소아과 전문의 및 기타 소아 보건 의료 담당자를 모집하여 

모든 뉴욕의 어린이가 안전한 백신을 즉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임상 

지침은 보건부가 의료 서비스 담당자 대상으로 배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종합 프로그램에는 지난 주 시작한 #GetTheVaxFacts 캠페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 캠페인을 포함합니다. 부모 및 후견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신규 웹사이트에는 해당 연령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신규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 5~11세 아동의 백신 접종을 예약하려는 뉴욕 주민은 해당 연령 대상 접종을 실시하는 

소아과 전문의, 가족 주치의, 카운티 보건부, 연방 인증 보건 센터(FQHCs), 지방 보건 

센터, 또는 약국 등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후견인은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인근 접종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령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뉴욕주의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서는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12~17세 대상으로 #VaxToSchool 팝업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5~11세 대상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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