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연방 정부의 2B 공급에 따라 최신 원숭이두창 백신 공급 계획 발표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을 보호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 원숭이두창에 대한 정보 확인 필요  

  

확인은 health.ny.gov/monkeypox  

  

81336번으로 "MONKEYPOX" 또는 스페인어 "MONKEYPOXESP" 문자를 보내 알림 

등록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방정부에서 뉴욕주에 추가 백신 8,822회분을 공급함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와 함께 뉴욕 

진네오스(JYNNEOS)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23,963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지속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불균등하게 늘어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를 위해 추가 백신을 

확보해주신 Biden 대통령, Jha 박사, 기타 행정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수요가 

제한적인 가운데, 우리는 뉴욕의 취약한 커뮤니티 보호에 필요한 공정한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여 비상 사태를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백신 공급 단계("2B")에서 NYSDOH는 가장 많은 집중 발병이 발생한 뉴욕시에 

2,000회분을 제공했습니다. 주정부 공급분의 남은 분량은 지역 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수, 뉴욕시와의 인접성, 백신 접종 대상 뉴욕 주민 대응 역량 등을 기반으로 카운티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공급분의 모든 량은 총 2회 접종 중 1회차 접종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백신 공급량이 제한된 가운데, 더욱 많은 백신이 향후 수 주 또는 수 

달에 걸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뉴욕 주민 접종 완료에 필요한 분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뉴욕이 필요한 백신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지방 카운티 보건부가 필요한 지침, 자원,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발진 등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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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방법, 노출 후 대처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발진을 발견했다면, 

웹사이트에서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하십시오."  

  

NYSDOH는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까지 접종 

자격은 확진률이 높은 지역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숭이두창 유행에서 노출 전 예방요법(Post-Exposure Prophylaxis, PEP)을 권고하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에 따라,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카운티별 백신 공급에서 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뉴욕 주민 중 백신 접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4일 동안 원숭이두창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자.  

•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논컨포밍, 기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 

커뮤니티에 해당되거나 원숭이두창이 퍼진 지역에서 지난 14일 동안 타인과 피부 

접촉을 한 사람 등 원숭이두창에 최근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  

• 온라인 웹사이트,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바나 파티 등 행사에서 

파트너를 만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등 원숭이두창 전염이 발생한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타인과 피부 접촉을 한 자.  

  

연방 정부가 뉴욕주에 공급한 백신 8,822 회분은 나소 카운티 1,000 회분, 서퍽 카운티 

1,800 회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2,600 회분, 이리 카운티 600 회분, 먼로 카운티 600 

회분, 사라토가 카운티 300 회분 등이 공급됩니다. 단, 사라토가 카운티에 공급되는 300 

회분 중 100 회분은 이전 공급 단계("2A")에서 NYSDOH가 보유분으로 남겨둔 분량에서 

충당합니다. 최근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한 올버니 카운티는 뉴욕시에 할당한 2,000회분 

중 40 회분을 수령하게 됩니다.  

  

백신 공급과 더불어, NYSDOH는 뉴욕 주민에게 직접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종합적 공익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공익 프로그램에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유료 디지털 광고를 비롯해, 최신 원숭이 두창 

정보를 전달하는 전담 웹사이트 운영이 포함됩니다. 웹사이트에서 팜 카드, 인포 카드, 

핸드아웃, 포스터 등 영어와 스테인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Hochul 주지사와 NYSDOH는 뉴욕 주민에게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SMS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접종 가능 백신 및 거주 지역 

내 진료 등 지역 기반 알림 메시지 등록이 포함됩니다.  

  

원숭이두창은 사람간의 긴밀한 신체 접촉으로 전염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태를 기반으로,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 등 특정 인구가 더욱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최신 추세를 바탕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고령자 뉴욕 주민, 면역 체계가 약한 자, 임산부, 약 8세 이하 아동은 감염 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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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원숭이두창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 성적 파트너에게 발진 또는 기타 원숭이두창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진이나 기타 원숭이두창 징후가 있는 사람과의 피부 접촉을 피합니다.  

• 노출 또는 징후가 나타났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고 지역 카운티 

보건부에 백신 가용성을 문의합니다.  

• 진네오스 백신을 접종한 뉴욕 주민은 4주 간격으로 2회를 모두 접종해야 하며, 

2회차 접종 2주가 지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스스로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가족 및 반려동물과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NYSDOH, CDC, 인근 지역 카운티 보건부 등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정보를 

확인합니다.  

  

뉴욕 주민은 81336번으로 "MONKEYPOX" 또는 스페인어 "MONKEYPOXESP"라고 

문자를 보내 문자 캠페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원할 경우 우편번호를 

제공하여 지역 기반 메시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별 확진자, 치료법 등 원숭이두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ealth.ny.gov/monkeypo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뉴욕주의 연방 정부 1차 백신 배포를 여기, 2차 배포("2A")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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