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NJ COVID-19 백신 접종 계획
뉴저지주 보건부(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NJDOH)는 2020년 10월 16일, 질병 통제 및 예방 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COVID-19 백신 접종 계획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백신이
승인되어 뉴저지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앞으로 수 개월 동안 갱신될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계획 내용을 읽고자 하는 경우,
www.state.nj.us/health/cd/topics/covid2019_vaccination.shtml을 방문하세요.

뉴저지주 COVID-19 백신 접종 계획의 목적:
• 뉴저지주에서 거주, 근무, 학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백신의 효과성, 제공 가능성, 활용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커뮤니티 보호를 달성합니다
• COVID-19과 기타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다집니다
공평한 접근 기회 – 다양한 파트너가 계획 수립과 백신 접종 실행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백신을 제공하고,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정보를 더욱 깊숙이 전달하고, 저보험/무보험자들과 기타 취약 군을 위한 비용 옵션을 고려하고,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 – 이 계획은 예상되는 백신 수요와 공급에 따른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한정된 백신 수량, 2.)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량, 3.) 대중 수요 둔화
대중의 신뢰 – NJDOH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과학에 근거한, 공중 보건, 의학 정보를 사용하여 우려를
설명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의료 부문 파트너들과 대중에게 인식을 고양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행동을 실행할
것입니다.
주정부 지도력 – 백신이 공평하게 전달되고 부당하게 배제되는 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주정부
부서가 참여하는 “정부 전체 접근법”에 입각할 것입니다.
전문가 지도 – 주 지도자들은 뉴저지주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과 사상가들을 존중할
것이며, 백신 제공 과정에서 계속하여 이런 방침을 견지할 것입니다.
위태한 인구군 – 제1단계에는 COVID-19 감염 고위험군과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은 그룹, 또는 취약층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팬데믹으로 상대적으로 심한 영향을 받은 취약한 인구군이 백신을 먼저 제공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접종 적기 공급 및 2차 접종 알림 – 사람들이 정확한 투여량의 백신을 접종 받고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전달 – 편리한 백신 전달을 위하여 주 전역에서 투여 지점(Points of Dispensing, POD)
확인을 활용하는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NJDOH는 백신의 올바른 취급과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재고 관리 – NJDOH의 NJ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은 백신의 적절한 분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COVID-19
백신의 등록, 주문, 보고를 위한 중심 시스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 전역 프로그램 모니터링 – 전 과정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그램 모니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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