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5개의 새로운 #VAXTOSCHOOL 팝업 사이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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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예정,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접종소 86개  

  
12주 동안 매주 새로운 접종소 발표, 매주 업데이트되는 접종소 전체 목록 보기: 여기를 

방문  

  
#VaxToSchool 버스 이미지 보기: 여기를 방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학령기 뉴욕 주민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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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역에서 12주 동안 총 120개 접종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86개 접종소가 

설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지역 커뮤니티 보건 

부서,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의료 센터와 협력하여 주 전역에 접종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호스트 사이트 및 지원 활동은 대상 커뮤니티에 맞게 조정됩니다. 새 

접종소는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학 연령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매주 접종소 설치, 이동 접종 

및 교육 활동을 하는 #Vaxto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뉴욕 주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신 분은, 

아동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전문가가 각 접종소에서 학생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서 #VaxtoSchool 버스, 즉 이동 접종 활동이 청년과 학생이 많은 편리한 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VaxtoSchool 버스가 노스 컨트리의 마세나 

커뮤니티 센터(Massena Community Center) 접종소, 서든 티어의 밸리 

고등학교(Chenango Valley High School)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핀야드 팜(Vineyard 

Farms)과 엑설런스 아웃도어 센터(Outdoors Center for Excellence)에서 운영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4c97d80-7b5244e2-24cb84b5-000babd9069e-bbbd8e2537595ff4&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covid19vaccine.health.ny.gov%252Fnys-vaxtoschool-pop-locations%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4147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5Alh6c1HvZt96ITAePFy2vsgUpF%252BEKs1pSaHEGHeMEU%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4c97d80-7b5244e2-24cb84b5-000babd9069e-bbbd8e2537595ff4&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covid19vaccine.health.ny.gov%252Fnys-vaxtoschool-pop-locations%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4147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5Alh6c1HvZt96ITAePFy2vsgUpF%252BEKs1pSaHEGHeMEU%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c896ec3-031257a1-5c8b97f6-000babd9069e-78d97e5e0a1e314d&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flic.kr%252Fs%252FaHsmWVv3Q3%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41472%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ADCUdmMTCvbK4Zjch0dcqkK%252BRybufxDwTm%252BAepH4Kvs%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1d1b62f-ee4a8f4d-b1d34f1a-000babd9069e-c98c29161f5803e4&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hochul-announces-120-pop-vaccination-sites-over-12-weeks-part-states-vaxtoschool%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51414%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pteUFtyFb1JdtHyMyxF%252FymUvEYqtSO9UGVHQu2GSv6w%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a375c00-d5ac6562-8a35a535-000babd9069e-c86194092c930a0c&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flic.kr%252Fs%252FaHsmWVv3Q3%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51414%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mTfWwfxcHPYmfcef%252BmDR3uBY48pVhhFWtuCuXRwLO1U%253D%26reserved%3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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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12세에서 15세의 62.8 퍼센트, 그리고 

16세에서 25세의 72.3 퍼센트가 최소 1차 백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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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곳:  

  

HUDSON VALLEY  

Rockland County Department of Health  

50 Sanatorium Road, Building A  

Pomona, NY, 10970  

운영 시간: 10월 19일 화요일 3:00 pm - 7: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이벤트 파트너 록랜드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WESTERN NEW YORK  

Chautauqua Lake Central School Bus Garage  

100 North Erie Street  

Mayville, NY 14757  

운영시간: 10월 19일 화요일 4:30 pm - 6:30 pm  

백신 종류: 화이자, 모더나, 얀센  

행사 파트너: 셔쿼티 카운티  

 

FINGER LAKES  

Sodus Central School District  

54 Mill Road  

Sodus NY 14551  

운영시간: 10월 19일 화요일 2:00 pm - 4: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인 카운티 및 키니 드럭스(Kinney Drugs)  

등록하기(직원):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을 클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https://kinneydrugs.as.me/SodusCentralSchoolStaff  

인센티브: 리갈(Regal)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White Plains High School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811296c-278a100e-7813d059-000babd9069e-84fbb42a0031c146&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covid19vaccine.health.ny.gov%252Fcovid-19-vaccine-tracker%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51414%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RMp%252FjAgVX7ZDRazBtsHd0VOL8fTSt%252B8Yc1vZ66Q03eI%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927a9dd-d6bc90bf-892550e8-000babd9069e-ea6eeae602ace0b4&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covid19vaccine.health.ny.gov%252Fcovid-19-vaccine-tracker%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61375%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8s0%252F7olg1AX3hFS8jGIq7%252Bz1Z%252F5LPleaOtIhheRprOg%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15c3c44-dec70526-815ec571-000babd9069e-b5ad8559323a1035&q=1&e=45ec442d-f4a7-4ddf-ae96-89f7574ec3f4&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covid19vaccine.health.ny.gov%252Fnys-vaxtoschool-pop-locations%26data%3D04%257C01%257CMatthew.Twardy%2540digital.ny.gov%257C2c442203fdc54aa3276608d98e684386%2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257C0%257C0%257C637697400741061375%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DRSEMlu0LBuJ77UtfHi38gHYNWV3NNt2fq281Fwv7dw%253D%26reserved%3D0
https://kinneydrugs.as.me/SodusCentralSchoolStaff


550 North Street  

White Plains, NY 10605  

운영 시간: 10월 20일 수요일 2:30 pm - 5:3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Pine Bush High School  

156 NY-302  

Pine Bush, NY  

운영시간: 10월 20일 수요일 2:30 pm - 5:3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오렌지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Sullivan County Public Health Services  

50 Community Lane  

Liberty, NY 12754  

운영시간: 10월 20일 수요일 2:00 pm - 6: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설리번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LONG ISLAND  

Kennedy Memorial Park  

335 Green Street  

Hempstead, NY 11550  

운영시간: 10월 21일 목요일 8:00 am - 8: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나소 카운티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NORTH COUNTRY  

Massena Community Center  

61 Beach Street  

Massena NY 13662  

운영시간: 10월 21일 목요일 2:00 pm - 5:00 pm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및 얀센 존슨 앤 존슨(Jansen Johnson & 

Johnson) 



이벤트 파트너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빌리지 오브 마세나(Village of Massena), 타운 

오브 마세나(Town of Massena)  

등록: 1차 접종, 화이자(Pfizer-BioNTech) 예약: 여기를 방문, 얀센(Janssen/J&J) 

예약: 여기를 방문, 2차 접종, 화이자(Pfizer-BioNTech) 예약: 여기를 방문, 대상 뉴욕 

주민을 위한 부스터샷 접종: 여기를 방문.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NEW YORK CITY  

Life of Hope  

1377 Brooklyn Avenue  

Brooklyn, NY 11203  

운영시간: 10월 21일 목요일 11:00 am - 5: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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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파트너: 라이프 오브 호프(Life of Hope)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SOUTHERN TIER  

Chenango Valley High School  

221 Chenango Bridge Road  

Binghamton, NY 13901  

운영시간: 10월 22일 금요일 2:40 pm - 5:00 pm  

(셔냉고 밸리 고등학교(Chenango Valley High School) 구성원)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WESTERN NEW YORK  

WNY Women's Foundation and Harvest House  

175 Jefferson Avenue  

Buffalo NY 14210  

운영시간: 10월 22일 금요일 5:00 pm - 8:00 pm  

(WNY 여성 재단 및 하베스트 하우스(WNY Women's Foundation and Harvest House) 

구성원)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이리 카운티  

  

WESTERN NEW YORK  

Lake Shore High School  

959 Beach Road  

Angola, NY 14006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DCE909572A0316E0530A6C7C168C5C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E504DDC436502FAE0530A6C7C168AE9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DCF1C6A8FC04CCE0530A6C7C16D7F5
https://apps2.health.ny.gov/doh2/applinks/cdmspr/2/counties?OpID=CDA16F45E0FC02F8E0530A6C7C168D3F


운영시간: 10월 22일 금요일 2:00 pm - 7:00 pm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및 모더나(Moderna) 

행사 파트너: 이리 카운티  

자세한 정보: www.erie.gov/vax  

인센티브: 탑스(Tops)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Highlands School - Middle School Gym  

128 Grandview Avenue  

White Plains, NY 10605  

운영시간: 10월 22일 금요일 2:30 pm - 5:3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SOUTHERN TIER  

Broome-Tioga BOCES Main Campus  

435 Glenwood Road  

Binghamton 13905  

운영시간: 10월 22일 금요일 10:00 am - 12:00 pm  

(브룸-티오가 BOCES 메인 캠퍼스 구성원)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2차 접종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FINGER LAKES  

The Vineyard Farms and Outdoors Center for Excellence  

126 Sanders Street  

Rochester, NY 14605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1:00 pm - 5: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이벤트 파트너 핀야드 팜(Vineyard Farms)과 엑설런스 아웃도어 센터(Outdoors 

Center for Excellence, Inc.)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WESTERN NEW YORK  

Orleans-Niagara BOCES  

Niagara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enter  

3181 Saunders Settlement Road  

Sanborn, NY 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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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9:00 am - 12: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나이아가라 카운티  

인센티브: 리갈(Regal) 기프트 카드  

  

CENTRAL NEW YORK  

Fingerlakes Mall 

1579 Clark Street  

Auburn, NY 13022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10:00 am - 12:00 pm  

백신 종류: 화이자, 모더나, 얀센  

행사 파트너: 카유가 카운티  

등록하기: www.cayugacounty.us/health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CAPITAL REGION  

Albany County Fall Fest, Lawson Lake County Park  

293 Lawson Lake Road  

Feura Bush, NY 12067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12:00 am - 15:00 pm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1차 및 2차) 및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올버니 카운티 보건부(Alban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올버니 

카운티 레이레이션부(Albany County Department of Recreation), 올버니 카운티 아동, 

청년 및 가족 -청년국(Albany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Youth Bureau)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New Paltz High School  

130 S Putt Corners Road  

New Paltz, NY 12561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10:00 am - 17: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행사 파트너: 얼스터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LONG ISLAND  

Roosevelt High School  

1 Wagner Avenue  

Roosevelt, NY 11575  

운영 시간: 10월 23일 토요일 2:00 pm - 8: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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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나소 카운티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LONG ISLAND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1 Marcus Avenue  

New Hyde Park, NY 11042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9:00 am - 21: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이벤트 파트너 나소 카운티 및 노스웰 헬스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NEW YORK CITY  

시타델 성당(Citadel Cathedral)  

105 Barbey Street,  

Brooklyn, NY 11207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9:00 am - 13: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전국 흑인교회 연합회(Coalition of National Black Churches)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NEW YORK CITY  

Asian American for Equality Health Fair  

111 Norfolk Avenue  

New York, NY 10002  

운영시간: 10월 23일 토요일 10:00 am - 14:00 pm  

백신 종류: 화이자 및 얀센/J&J  

이벤트 파트너 고담(Gotham), NYCHHC, 및 아시아계 미국인 평등(Asian American for 

Equality)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Onteora High School  

5203 4166 NY-28  

Boiceville, NY 12412  

운영시간: 10월 24일 일요일 10:00 am - 5: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얼스터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HUDSON VALLEY  

Palisades Center  

1000 Palisades Center Drive  

West Nyack, NY 10994  

운영시간: 10월 24일 일요일 1:00 pm - 3:00 pm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록랜드 카운티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지역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10월 24일까지 1차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의 #VaxandWin 풋볼 경품행사의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뉴욕 

자이언츠(New York Giants), 뉴욕 제츠(New York Jets) 상품 추첨에 응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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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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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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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