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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서 뉴욕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VAXTOSCHOOL 캠페인 발표  

   

학부모 및 보호자를 위해 새로 만든 웹사이트 ny.gov/vaxtoschool, #VaxtoSchool 

이벤트를 주최하는 학교 및 지방 정부를 위해 미리 만든 리소스  

  

뉴욕 학생 및 가족들에게 백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 인스타그램 

채널, @Vaccinateny  

  

12~17세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개설되는 #VaxtoSchool 

팝업 사이트 및 이동 백신 사이트를 제공하는 #VaxtoSchool 버스  

  

SUNY와 CUNY, 학교 복귀(Back-To-Campus)를 위한 국가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통합, 백신 노력 증거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학생들의 코로나19 (COVID-19) 백신 접종률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면적 #VaxtoSchool 캠페인 출범을 발표하며, 학생과 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한 행정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 학생 및 학교 커뮤니티의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중요한 자원과 자료를 갖춘 새로운 전용 웹사이트(ny.gov/vaxtoschool)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웹사이트에는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정보 및 FAQ 뿐만 아니라 현지 

커뮤니티에서 #VaxtoSchool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리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성 

사이니지(ready-made signag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뉴욕 학생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채널, @VaccinateNY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새로운 소셜 미디어 

페이지는 이해하기 쉬운 백신 정보, 장래의 콘텐츠 제휴, #VaxotoSchool 소셜 미디어 

디자인 콘테스트 및 빠른 비디오 설명자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화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실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OH는 또한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를 포함한 모든 채널에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s-school-aged-new-yorker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ducational-assets
https://www.instagram.com/vaccinateny/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s-school-aged-new-yorker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what-you-need-know-0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frequently-asked-questions-1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ducational-asset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ducational-asset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ducational-asset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ducational-assets
https://www.instagram.com/vaccinaten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적격 연령 그룹의 뉴욕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주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주가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뉴욕의 젊은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아플 가능성이 적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VaxtoSchool 소셜 미디어 캠페인은 우리가 친구, 가족,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뉴욕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편번호 데이터로만 12~17세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VaxtoSchool 팝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트를 새롭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료 전문가가 각 현장에 배치되어 뉴욕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접종 

사이트와 함께 #VaxtoSchool 버스(이동식 백신 접종 노력)가 농구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 

휴게 공간과 같이 주 전역에 걸쳐 편리한 학교 중심 지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백신을 이용하고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팝업 백신 접종 사이트는 아래 주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장소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숄루 몬터피어리 커뮤니티 센터(Mosholu Montefiore Community Center)  

3450 Dekalb Avenue  
Bronx, NY 10467  

운영시간: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1차 접종 POD)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2차 접종 POD)  

  

퀸즈 버라이어티 보이즈 및 걸스 클럽(Variety Boys & Girls Club of Queens)  

21-12 30th Road  
Astoria, NY 11102  

운영시간: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1차 접종 POD)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2차 접종 POD)  

  

주정부는 주전역에 위치한 SUNY 및 CUNY의 주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의 

통합을 비롯해 캠퍼스 복귀(back-to-campus)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대학 및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학생, 교사 및 캠퍼스 직원을 위해 백신 

및/또는 음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증거를 수용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 있는 뉴욕 시민들은 epass.ny.gov를 방문하여 자신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또는 액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를 지금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epass.ny.gov/home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and-excelsior-pass-plu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and-excelsior-pass-plu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and-excelsior-pass-plu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and-excelsior-pass-plus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아과 의사, 그리고 주 보건위원으로서, 저는 Hochul 

주지사님와 함께 다층 #VaxtoSchool 캠페인을 진행하여 뉴욕 학생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에 백신에 대한 접근과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뉴욕 가족에게 다가감으로써 우리는 

적격 청소년들이 더 많은 백신을 접종하는 동시에, 학교를 개방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는 12세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VaxtoSchool로 향할 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17세 어린이는 만 12~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완전 허가를 받은 화이자-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코로나19 백신들은 아직 이 연령대에 허가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학생의 부모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vaccines.gov를 방문하여 우편번호를 438829로 

문자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화이자-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가 권장 및 요구되는 모든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소아 및 청소년 예방 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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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childhood_and_adolescent.htm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childhood_and_adolescent.htm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childhood_and_adolesc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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