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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뉴욕 주민이 새로운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은 만 12세 이상이며 부스터 또는 백신 접종 완료 2달 후부터 

접종 가능  

  

대중교통, 임대 차량, 공항, 노숙자 쉼터, 교정 시설, 구치소 등 과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던 곳에서 현재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  

  

인근 코로나19 부스터 접종 장소 확인을 원하는 뉴욕주민은 438829번으로 우편번호를 

문자 전송하거나 1-800-232-0233번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여기 방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를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스터 샷은 코미크론(Omicron) BA.4 및 BA.5 변이에 대한 면역을 

제공하며, 과거 백신의 면역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화이자-

바이오엔텍(Pfizer-BioNTech)의 코로나19 부스터의 경우 만 12세 이상, 

모더나(Moderna)의 경우 만 18세 이상에 접종 가능하다는 질병통제관리청(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보리켄 네이버후드 헬스 센터(Boriken Neighborhood Health 

Center)에서 부스터 샷을 접종하기 전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예약을 원하는 뉴욕 주민은 주치의, 지역 약국, 지역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팬데믹 중, 뉴욕 

주민은 현명하게 행동하며 서로를 돌봐주었고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 샷 접종은 우리 자신과 동료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접종 대상인 모든 분들께 2가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예약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02a767f55d64de307d608da90f02d1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16584779400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YLVFQ6CuEiwXmDgtjMm%2Fx5gpA%2FAZUCSvqG1ss1sIn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search%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02a767f55d64de307d608da90f02d1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816584779400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CpnSXzTY0KWVhPeAjSJZurVzraeE7XlF6VZ5MTmev8%3D&reserved=0


또한 Hochul 주지사는 대중교통, 임대 차량, 공항, 노숙자 쉼터, 교정 시설, 구치소 등 

과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곳에서 현재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관리를 받는 요양원과 의료 

시설을 비롯해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발달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관리를 받는 임상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입니다.  

  

뉴욕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8월 30일까지 새로운 부스터를 미리 주문할 수 있었으며 

선주문한 백신은 지난 주 후부터 배달하기 시작되어 일부 지역에는 이미 배송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2가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대상이 되려면 백신 접종 및 

부스터 샷 접종을 완료한지 최소 2달이 지나야 합니다..  

  

보건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오미크론(Omicron)을 비롯한 다양한 변이가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2가 부스터 샷은 최초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맞게 변형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접종 대상 뉴욕 주민께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지방 약국을 방문하거나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하여 부스터 샷을 

가능한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수 일에 걸쳐 뉴욕주 보건부는 뉴욕주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2가 부스터 용량 관리에 대한 임상 지침 업데이트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2가 부스터 샷을 선주문하여 배송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연방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부스터 비상 사용 승인 및 업데이트된 

CDC 권고에 따라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방 지침에 따라 접종 서비스 제공자들은 1가 mRNA 코로나19 백신을 만 12세 

이상에세 더 이상 부스터 샷으로 접종할 수 없습니다. 1가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부스터 접종 예약을 한 12세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곳에 

다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수 주일 전, CDC는 또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부스터 샷을 소아들에게도 접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1가 mRN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만 5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의 

부스터 샷으로 접종하게 되며 모든 백신 접종에도 해당 백신을 사용합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5세 이상의 모든 대상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가 완전한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CDC의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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