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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에 대한 2가 추가 예방접종 
보급 시작 
2022년 9월 14일 미디어 문의 

9월 21일부터 2가 COVID-19 추가 예방접종 예약 가능 
– 예방접종 투여도 9월 21일부터 시작 

철저하고 독립적인 과학적 검토 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모더나 
스파이크백스 2가 COVID-19 예방접종을 만 18세 이상의 적격 앨버타주 주민에 
대한 추가 접종으로 승인했다. 

이 2가 COVID-19 백신은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며, 오미크론 및 원래의 
SARS-CoV-2 바이러스종에 대한 추가적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1차 예방접종 시리즈를 다 맞은 주민은 이 2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접종간 
권장 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이전 감염으로부터 5개월 이상이다. 

이 간격을 3개월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 등), 접종간 간격이 더 길수록 COVID-19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더 
확실하며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대상 

9월 21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이상 앨버타주 주민은 다음과 
같다: 

o 1차 예방접종 시리즈를 다 맞았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마지막 접종 또는 최근 감염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사람 

o 추가 접종을 1회 이상 맞았고 마지막 접종 또는 최근 감염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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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7세 주민은 9월 하순/10월 초순에 2가 COVID-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 3일 주부터 고령자 집단 간호 시설 거주자에게도 독감 예방접종과 
아울러 2가 추가 접종이 보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예약 

예방접종은 참여 약국, 지역사회 의료 클리닉 및 몇몇 AHS 예방접종소에서 맞을 수 
있다. 예약은 웹사이트 alberta.ca/vaccine에서 앨버타주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Alberta Vaccine Booking System)을 이용하거나 811로 헬스링크(Health 
Link)에 전화하여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으로 접종 간격을 단축한 예방접종 예약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다. 

몇몇 약국은 무예약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거주지 내 약국이 예약 
시스템에 올라 있지 않을 경우, 약국에 직접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bluecross.ca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아볼 수 있다. 

퍼스트네이션스 보호구역 거주자는 보호구역 내 보건소 또는 간호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관련 정보 

• COVID-19 백신 및 기록 안내 
• AHS의 예방접종 예약 관련 안내 

 

https://www.alberta.ca/covid19-vaccine.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b.bluecross.ca%2Fnews%2Fcovid-19-immunization-program-information.php&data=05%7C01%7CBin.Wu%40gov.ab.ca%7C7813450a45f94cc0e2fd08da96a0dcf0%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79879148920501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upKPlw%2BYc9BDbBcYBnSaSf3P1HvdkksRrm0WKeJS%2B4%3D&reserved=0
https://www.alberta.ca/covid19-vaccine.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ertahealthservices.ca%2Ftopics%2FPage17295.aspx&data=05%7C01%7CBin.Wu%40gov.ab.ca%7C7813450a45f94cc0e2fd08da96a0dcf0%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79879148920501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N%2BXo7%2Blw%2FT9kAhetn9XLhYzvI0Gze%2B50nTjQ%2BBHgR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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