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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1개의 새로운 #VAXTOSCHOOL 팝업 접종소 설치 발표  

취학 연령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주 동안 주 전역에 120개 사이트 

설치 예정  

새로운 접종소는 12주 동안 매주 발표하며 전체 사이트의 목록은 여기에서 매주 

업데이트  

#VaxtoSchool 버스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령기 뉴욕 주민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1개의 

새로운 #VaxtoSchool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 

Hochul 주지사는 발표를 진행하여 주 전역의 총 120곳의 장소에 12주 동안 접종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지역 카운티 보건부, 

지역사회 기반 조직, 현장 의료 센터와 협력하여 주의 전 지역에 접종 사이트를 구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 호스트 사이트 및 지원 노력은 대상 커뮤니티에 맞게 

조정됩니다. 새 접종소들은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12주 기간 

동안 매주 더 많은 접종소가 설치되고 발표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연령의 접종 

대상자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리의 새로운 #VaxtoSchool 팝업식 접종소는 학령기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함께 우리 학교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의 부모, 후견인, 학교 

지도자분들께 지역사회의 모든 접종 대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전문가가 각 접종소에서 학생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접근성이 좋은 또 다른 수단인 

이동식 백신 접종소 #VaxtoSchool 버스는 뉴욕주의 청년과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편리하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 #VaxtoSchool 버스는 주도 지역의 베른 녹스 

워털로 고등학교(Berne-Knox-Westerlo High School) 팝업식 접종소에 있을 예정입니다.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nys-vaxtoschool-pop-location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8a2dcf0-2739e5b1-78a025c5-000babda0106-701db8fe930385b1&q=1&e=1a27ec82-71a2-40dd-a4cb-0f70ca277b47&u=https%3A%2F%2Fflic.kr%2Fs%2FaHsmWVv3Q3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120-pop-vaccination-sites-over-12-weeks-part-states-vaxtoschool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a424140-25d97801-7a40b875-000babda0106-38826de7144d01ba&q=1&e=1a27ec82-71a2-40dd-a4cb-0f70ca277b47&u=https%3A%2F%2Fflic.kr%2Fs%2FaHsmWVv3Q3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a424140-25d97801-7a40b875-000babda0106-38826de7144d01ba&q=1&e=1a27ec82-71a2-40dd-a4cb-0f70ca277b47&u=https%3A%2F%2Fflic.kr%2Fs%2FaHsmWVv3Q3


 이러한 소식은 학생, 교사,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을 최고 우선순위로 하는 뉴욕주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월 12일 기준, 만 12세부터 15세 62.2%, 만 16세부터 

25세까지 71.7%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습니다.  

취학 연령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각 #VaxtoSchool 팝업 백신 접종소의 운영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VaxtoSchool 접종소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 접종소가 

설치되면 12주 기간 동안 매주 업데이트됩니다. 새 접종소들은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12주 기간 동안 매주 더 많은 접종소가 설치되고 발표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셔터쿼 레이크 센트럴 교육청(Chautauqua Lake Central School District)  

100 North Erie Street  
Mayville, NY 14757  

업무 개시: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4:30 - 오후 6:3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셔터쿼 카운티  

 웨스턴 뉴욕  

켄달 초등학교 카페테리아(Kendall Elementary School Cafeteria)  

1932 Kendall Road  
Kendall, NY 14476  

업무 개시: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2:30 - 오후 6: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인플루엔자(Influenza) 

행사 파트너: 올리언스 카운티 (Orleans County)  

 미드 허드슨  

워싱턴빌 고등학교(Washingtonville High School)  

54 W. Main Street,  
Washingtonville, NY 10992  

업무 개시: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오렌지 카운티 (Orange County)  

미드 허드슨  

설리반 카운티 공공 보건 서비스(Sullivan County Public Health Services)  

50 Community Lane,  
Liberty, NY 12754  

업무 개시: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2:00 - 오후 6:00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nys-vaxtoschool-pop-locations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설리번 카운티 (Sullivan County)  

센트럴 뉴욕  

UHS  
4417 Vestal Parkway East,  
Vestal, NY 13850  

업무 개시: 10월 13일 수요일 오후 1:00 - 오후 6: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UHS  

2차 접종  

센트럴 뉴욕  

위트니 포인트 학교(Whitney Point School)  

10 Keibel Road 
Whitney Point, NY 13862  

운영시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8:00 - 오전 11:00  

(위트니 포인트 학교 구성원에 한함)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노스 컨트리  

오그덴버그 프리 아카데미(Ogdensburg Free Academy)  

1100 State Street  
Ogdensburg, NY 13669  

업무 개시: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행사 파트너: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등록: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 예약은 여기, 2차 접종 예약은 여기, 부스터 샷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뉴욕시  

라이프 오브 호프(Life of Hope)  

1377 Brooklyn Avenue,  
Brooklyn, NY 11203  

업무 개시: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5:3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및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라이프 오브 호프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DCCAB9F4D10416E0530A6C7C169C54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DCDD884D2D0306E0530A6C7C1674D6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117E4495C4038CE0530A6C7C166EBE


 롱아일랜드 

케네디 기념 공원(Kennedy Memorial Park)  

335 Green Street  
Hempstead, NY 11550  

업무 개시: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12:00 - 오후 8: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나소 카운티, 노스웰(Northwell)  

 센트럴 뉴욕  

메인 엔드웰 교육구(Maine Endwell School District)  

1119 Farm to Market Road  
Endwell, NY 13760  

운영시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2:00 - 오후 2:00  

(메인 엔드웰 교육구 구성원에 한함.)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핑거 레이크스  

라이언스 센트럴 교육청(Lyons Central School District)  

10 Clyde Road  
Lyons, NY 14489  

업무 개시: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4:00 - 오후 6:0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인 카운티 (Wayne County)  

 핑거 레이크스  

웨인 카운티 유니티 페스티벌(Wayne County Unity Festival)  

퍼킨스 파크(Perkins Park)  

311 1/2 Washington St.  
Newark, NY 14513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1:0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인 카운티 (Wayne County)  

뉴욕시  

펠로우십 미셔너리 침례교회(Fellowship Missionary Baptist Church)  

509 Van Siclen Ave  
Brooklyn, NY 11207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백신 종류: 화이자, 모더나, 얀센  

행사 파트너: 펠로우십 미셔너리 침례교회  

 미드 허드슨  

소거티스 고등학교(Saugerties High School)  

310 Washington Avenue,  
Saugerties, NY 12477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얼스터 카운티 (Ulster County)  

주도 지역  

베른 녹스 워털로 고등학교  

1738 Helderberg Trail,  
Berne, NY 12023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얀센, #VaxtoSchool 버스 포함 행사 

행사 파트너: 베른 녹스 워털로 센트럴 교육구(Berne-Knox-Westerlo Central School 

District), 올버니 카운티 교육부(Alban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실(Albany County Executive's Office), 올버니 카운티 보안관실(Albany 

County Sheriff's Office)  

 웨스턴 뉴욕  

버펄로 파크 스쿨(The Park School of Buffalo)  

4625 Harlem Rd.  
Amherst, NY 14226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이리 카운티  

등록: www.erie.gov/vax  

 웨스턴 뉴욕  

더 빈야드 팜스(The Vineyard Farms)  

126 Sanders St.  
Rochester, NY 14605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먼로 카운티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e977b13-d10c4252-8e958226-000babda0106-422e51d87c7cff99&q=1&e=1a27ec82-71a2-40dd-a4cb-0f70ca277b47&u=http%3A%2F%2Fwww.erie.gov%2Fvax


 롱아일랜드 

1 마커스(1 Marcus)  

1 Marcus Avenue  
New Hyde Park, NY 11042  

업무 개시: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9:00 - 오후 9: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노스웰  

 센트럴 뉴욕  

핑거레이크스 몰(Fingerlakes Mall) 

1579 Clark Street  
Auburn, NY 13022  

업무 개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백신 종류: 화이자, 모더나, 얀센  

행사 파트너: 카유가 카운티 (Cayuga County)  

등록: www.cayugacounty.us/health  

미드 허드슨  

론드아웃 밸리 고등학교(Rondout Valley High School) 

122 Kyserike Road  
Accord, NY 12404  

업무 개시: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얼스터 카운티 (Ulster County)  

뉴욕시  

트레이시 타워스(Tracey Towers)  

40 W. Moshulu Parkway Building #20 
Bronx, NY 10468  

업무 개시: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8:30 - 오후 4:00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트레이시 타워스 테넷 오가니제이션(Tracey Towers Tenet Organization)  

10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모든 뉴욕 주민은 뉴욕주의 #VaxandWin 축구 경품 

추첨(Football Sweepstakes)에 참가하여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뉴욕 자이언츠(New 

York Giants), 뉴욕 제츠(New York Jets)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자녀들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가 응모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뉴욕 주민은 자세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2715810-5dea6151-0273a125-000babda0106-d0acdafe0402eb57&q=1&e=1a27ec82-71a2-40dd-a4cb-0f70ca277b47&u=http%3A%2F%2Fwww.cayugacounty.us%2Fhealth
http://www.ny.gov/vaxandwin
http://www.ny.gov/vaxandwin
http://www.ny.gov/vaxandwin
http://www.ny.gov/vaxandwin
http://www.ny.gov/vaxandwin
https://forms.ny.gov/s3/NYSVaxandWin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화이자(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12세-15세 아동을 위한 백신 비상 사용 승인으로 접종하는 것이며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완전하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코로나19 백신들은 아직 이 

연령대에 허가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학령기 아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면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우편번호를 문자 발송하거나, 1-800-

232-0233번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코로나19 백신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뉴욕 주민들은 전용 

웹사이트 ny.gov/vaxtoschool을 방문하시거나 @VaccinateNY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세요.  

학부모는 자녀가 모든 권장 및 필수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되는 아동 및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부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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