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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의 활용 관련 안내
1. 관련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5982호( ' 21.10.1. )
2. 접종기관 내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한 내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조치하오니, 각 시도는 시군구 및 관할 접종기관에 전파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모더나 백신 접종간격 추가단축 ( 5주→4주) 하여 2차 접종 예약일 변경 가능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10월 3주 (10.18. (월)~10.24. (일) )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4주로 단축하여 2차 접종 예약일 변경 권장

- (보건소)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에게 접종간격 추가단축 적극 안내
* 10월 9일(토)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가 직접 사전예약누리집을 통
해 1-2차 접종간격을 4주까지 단축하여 본인의 2차 접종 예약일 변경 가능

○ 또한, ①미예약자의 당일 현장방문 시(10.11.~) , 1차 접종 백신은 모더나 백신을 원칙이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유효기한 내 백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센터(또는 보건소)로 모

②

더나 백신 전배 후 접종 가능
-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적극 권장
* 접종센터의 운영 중단 이후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예
약 이전 가능하며,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의 2차 접종용 백신은 추가배송 예정

- 보건소의 시설 방문접종(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시설 등) 시, 모더나 백신 접종 가능
* (모더나 백신의 시설 방문접종 시 조치사항) ①정확한 접종계획(접종장소, 대상자 선정,
백신 소요 등) 수립, ②계획에 따라 백신 이송 및 콜드체인 유지 철저, ③접종완료된
바이알은 예방접종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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