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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주지사는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부스터샷이 현재 어린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발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초기 시리즈를 완료하거나 마지막 부스터샷 또는 추가 
접종 후 2개월 후에 부스터 주사를 맞을 자격 부여   

   
미 보건부는 어린이들이 원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을 목표로 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새로운 지침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2가 부스터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긴급 사용 허가를 수정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임상 지침을 업데이트한 후 이번 주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안전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린이들에게 

2가 부스터샷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자격이 있는 뉴욕 시민들이 추운 날씨로 

접어들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들 자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FDA의 허가와 CDC의 사용 권고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는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초기 

백신 시리즈를 완료한 후 또는 최종 부스터 또는 추가 백신 투여 후 최소 2개월 후에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잇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의 적격 아동은 화이자-

바이오앤텍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고 6세 이상이면 모더나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변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순환하면서 변화하는 변종으로부터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백신의 구성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2가 부스터샷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부스터샷이며, 지금까지 어린이와 어른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주사를 접종하는 것이 심각한 질병과 입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보호자 여러분, 자격이 되는 대로 자신과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CDC가 명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BA.4 및 BA.5 스파이크 단백질 

성분을 백신에 추가하여 이전에 약해졌던 보호를 복구하고 더 전염성이 높고 면역이 

회피되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입원이나 심지어 

사망을 포함하여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거의 75,000명의 뉴욕 시민들이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부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가 부스터샷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부모와 

보호자에게 생후 6개월 이상 된 자녀 중 누구라도 가능한 한 빨리 1차 백신 시리즈를 

완료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접종을 받은 경우 두 달 후에 부스터샷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12세 이상 개인에게 110만 개 이상의 2가 부스터샷이 

접종되었습니다. 2가 복용량을 미리 주문하고 수령한 공급업체는 5세 이상의 뉴욕 

시민에게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무료이며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주문이 백신 

제조업체에 의해 계속 채워지면서 공급량은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예약하려면 뉴욕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 지역 약국 또는 카운티 보건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vaccines.gov에서 5자리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업데이트된 백신"을 클릭하여 

자신이나 자녀의 예약을 원하는 연령별 2가 부스터샷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여기(영어)와 여기(스페인어)에서 보건부의 독감과 코로나19 공교육 

캠페인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dc.gov%2Fmedia%2Freleases%2F2022%2Fs1012-COVID-19-Vaccines.html&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n74GBSrRqqsQLXtRNL01WH%2F%2FMK%2FL8VF%2B6v24GD%2BLc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covid-data%2Fcovidview%2Findex.html&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sh3yMc81gprGyZenHXSHbvN46X7rjaPBKwTzYlU7E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search%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6aS74aODIfnw%2BmH9OZ%2FOtXtCRHisZ89%2BXOmKwnM6f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vaccines.gov%2Fsearch%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6aS74aODIfnw%2BmH9OZ%2FOtXtCRHisZ89%2BXOmKwnM6f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uwmGTqr_K0Q&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QpZDPHOOc7t9vanxwqHBOpAyCuuWw%2FsSDlguwxwFG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eoRdqShPI7o&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SA1s1MlDPeK7rS9NMlS6OX7d0uPah3mfStus%2BBTcT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booster-doses&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4af64831c55f4232ecdb08dab1fb1a5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179892848203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sHU9YCF1HHUgppMGM3ZSdq7G8JpcJW0jjn4buF27p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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