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새로운 코로나19 부스터 샷 지침 발표  

  

부스터 샷은 이제 만 16세 이상은 물론 만 12~15세 대상 접종 권고  

  

의료 종사자 대상 2주 내에 코로나19 부스터 샷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 발표  

  

취약한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 결과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새로운 양로원 

방문 규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만 12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에게 부스터 샷 접종을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조치에 따라 새롭게 승인을 받은 

화이자(Pfizer)-바이오엔텍(BioNTech) 백신 접종 만 12~15세를 대상으로 최소 5개월 전 

2회차 접종을 했을 경우 부스터 샷 접종을 권고합니다. 이전에는 최소 6개월 기간을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등도에서 중증 면역 질환을 가진 만 5~11세 의 경우, 

2회차 접종 28일 이후 화이자-바이오엔텍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만이 만 5~11세 아동 접종이 가능하며, 권고 대상입니다.   

  

또한 CDC는 오늘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승인이 된 모더나(Moderna) 백신의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을 다섯 달으로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가운데, 저는 만 12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즉시 부스터 샷을 

접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제 모든 청소년에게 부스터 샷 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는 특히 이 연령대에 속하는 부모님과 후견인에게 아이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즉시 접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부스터 샷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발병 가능성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보건부의 8월 26일 비상 규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받아야 해떤 적용 대상인 모든 의료 종사자는 또한 의료적 면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접종 대상으로 포함된 시점부터 2주 내에 코로나19 부스터 샷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8월 26일 비상 규제와 

마찬가지로, 음성 검사로 접종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요일에 진행된 공중 보건 및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system%2Ffiles%2Fdocuments%2F2022%2F01%2Fguidance-for-covid-vaccine-providers_12_and_older-1.6.22.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491763851614929279708d9d22acf5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190370741050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TIrS9ss%2F9EIBRrhuhlLWtMxniCwR8HEVVuUBrrbo0E%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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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system%2Ffiles%2Fdocuments%2F2022%2F01%2Fguidance-for-covid-19-vaccination_5-11-years-1.6.22.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4491763851614929279708d9d22acf5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19037074204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ILmV5uWDqsdK1z4urw0fBhWG6vjibzhr9xnJZoNWrU%3D&reserved=0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비상 회의의 검토와 승인 

결과에 따라, 비상 규제는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 제출되었습니다. 규제는 

DOS 제출과 함께 발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새로운 양로원 방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수요일부터 모든 방문객들은 

"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 시 방문 24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주까지 952,000개의 

검사 키트와 마스크 120만 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5일 CDC는 만 12세에서 15세까지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확대를 권고한 면역 치료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 ACIP)의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CDC는 현재 만 12세에서 17세의 모든 

청소년이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접종 완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CDC의 개정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만 5~11세의 

중증 면역 질환자의 경우 2회차 접종 28일 후 추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자의 경우 2회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아니라 최소 5개월 이후부터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대행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스터 샷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 12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매우 기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및 부스터 샷 접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적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즉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백신 접종자에게 상담하십시오."  

  

모든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는 만 12세 이상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을, 만 5세 이상의 면역 질환자에게 3회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스터 샷 및 추가 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의 전용 

웹페이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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