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5세-11세 아동을 대상으로 SUNY 또는 CUNY 전액 장학금 지급을 

건, 새로운 “접종, 교육, 졸업” 예방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출범  

  

12월 19일까지 1차 접종을 한 5세-11세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들은 여기에서 무작위 
추첨에 응모 가능  

 

장학금에는 학비와 기숙사 비용 포함  
  

 11월 24일 첫 당첨자 발표를 시작으로 5주 동안 매주 10명의 당첨자 발표, 추첨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부모, 후견인, 커뮤니티들은 Ny.Gov/Vaxforkids을 방문하도록 권고,  

 

현장 의료 인력을 위한 새로운 포스터와 스티커, 기타 용품은 여기에서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지역보건소(Mount Vernon Neighborhood Health Center)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예방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접종, 

교육, 졸업(Vaccinate, Educate, Graduate)’의 출범을 포함하는 5세-11세 아동의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19일까지 1차 접종을 한 

5세부터 11세 아동의 부모 및 후견인은 아이가 2년 또는 4년제 SUNY 또는 CUNY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액 장학금 기회가 있는 뉴욕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에는 학비와 기숙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11월 24일부터 매주 10명의 

당첨자가 발표되어, 총 5주에 걸쳐 50명의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코로나19 백신이 5세부터 11세의 뉴욕 

어린이들에게 제공됩니다. 모든 어린이와 가족 대상자들에게 백신이 접근 및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지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이 ‘접종, 교육, 졸업’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SUNY 또는 CUNY 대학 또는 대학교의 무료 학비를 탈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입니다. 

부모님들과 후견인들이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이 일생일대 프로그램에 

응모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ms.ny.gov%2Fs3%2FVaccinate-Educate-Graduate-Vaccine-Incentiv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3923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8XmhJEe27HoMN7ftgwS5XMlICg3GiIfoaBlaAxaYpz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ny.gov%2Fvaccinateeducategraduat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023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1D7JpWUaFK6Zd4myV0oo5A4Qu48kVcIfm3H16u7kx3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covid-19-vaccines-children-and-adolesce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122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Lmc2TtYcrYcw%2FMKDP3g8Hcj2%2BtHkBhqjoErNKcZkG3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educational-assets-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122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0fkPozux760pOGAsvbgxJEeWWo1Cdf8VpSzVchZuWCc%3D&reserved=0


뉴욕주 인센티브 프로그램 당첨자는 SUNY 또는 CUNY에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2년 또는 4년 전업으로 학업을 하게 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등록금: 뉴욕 주립 또는 시립 대학의 거주자(in-state) 학비 전액  

• 비등록금 비용: 기숙사 비용과 SUNY 칼리지 평균 비용까지의 책, 용품, 

교통비를 위한 수당.  

• 거주: 교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통학하는 학생보다 더 높은 기숙사 수당을 

받습니다. 교내 학생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교내 거주 학생과 동일한 

수당을 받습니다.  

  

CUNY 총장인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세 어린이들까지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뉴욕의 힘찬 

경제 회복을 위한 조건을 갖출 것이라는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접종, 교육, 졸업’ 

프로그램은 부모와 후견인이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시키도록 더욱 동기를 부여하고, 

저희는 강력이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더욱 많은 뉴욕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격려하고 뉴욕주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CUNY의 굳은 명성을 

활용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SUNY 총장인 Jim Malatr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 접종은 SUNY 전역에서 더욱 

정상적인 학업 및 캠퍼스 경험을 위한 열쇠였습니다. 이제 더욱 어린 아이들에게 

승인된 백신 옵션이 제공되므로, 이것은 팬데믹의 종점을 향한 또 하나의 큰 

발걸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중 하나에 학비 없이 다닐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뉴욕주의 

가정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조합(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회장인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한 것과 더욱 많은 뉴욕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접종, 교육, 

졸업’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출범은 뉴욕이 전체 코로나 확진 건수를 줄이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보호 받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의 세계적 교육기관 중 하나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서, 5-11세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기에 지금보다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대상이 되려면, 아이들은 5세부터 11세 사이여야 하며 뉴욕주 주민이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시민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는 데 연방 코로나19 구호 및 봉사 

기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모 및 후견인들은 대상 아동을 위해 여기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833-697-4829로 전화하여 전화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매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ms.ny.gov%2Fs3%2FVaccinate-Educate-Graduate-Vaccine-Incentiv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22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lLEs6HV0Woqg5Ow%2F3a7Kbb%2BpbdXj8QYcgNBdthHIB38%3D&reserved=0
tel:833-697-4829


무작위 추첨을 시행하며, 당첨자는 뉴욕주 보건국과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조합이 

인증할 예정입니다.  

  

한 아동 당 응모 한 번만 인정되며, 응모 최소 하루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응모는 모두 전체 ‘접종, 교육, 졸업’ 기간동안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후견인들은 또한 뉴욕주의 새 웹사이트, ny.gov/vaxforkids를 방문하여 

코로나19백신과 아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도록 

권고됩니다. 뉴욕주는 최근, 새로운 포스터와 스티커 등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놓는 소아과와 현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를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5세부터 11세 아동의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자 하는 뉴욕주민들은 아이의 소아과 의사, 

주치의, 카운티 보건국, 연방 인증 보건소(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농촌 보건소, 또는 이 연령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약국에 연락하도록 

권고됩니다. 부모와 후견인은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인근 접종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만 승인이 되었고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이 연령대에 대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접종소에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뉴욕의 대규모 예방접종 장소는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VaxToSchool 임시 접종소들은 12세부터 17세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세-11세에 초점을 둔 추가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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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vaccination-scholarship-incentive%2Fofficial-rules-get-shot-make-your-future-vaccine-incentiv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22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p6XkrAxnAIOp5GkSW44Ga3dBJ2xmK45PTzfEWa3MLN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covid-19-vaccines-children-and-adolesce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321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IHvGCnh73ve1TevhkiSoFZqm6HobVLOJQ%2BtvWi9YoX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covid-19-vaccines-children-and-adolesce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321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IHvGCnh73ve1TevhkiSoFZqm6HobVLOJQ%2BtvWi9YoX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frequently-asked-questions-about-5-11-year-olds-and-covid-19-vaccin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421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UbqgREm4UwSXMD7q9abGQe%2FPcgpcpe1bWJxW0ug9QE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frequently-asked-questions-about-5-11-year-olds-and-covid-19-vaccine%23resource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520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CoENgLlKaod87maQhSXplLk6K4XKNfQXXjwcmRD5ZJ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educational-assets-1&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5209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2F5SxkhTyNSe%2FlvjCW9eXJDVvK%2B0aadcDMlBYXHVgEB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9fabf872cc684672014108d9a3c0af7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087025446204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WUS%2Bt%2FPlkfpmUKBR4GyxwJPVJD5RraCKFj3nBqSkGk8%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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