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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현재 5세에서 11세까지 개방된 10개의 주정부 집단 백신 접종 사이트 

발표  

  

소아과 의사, 가정의, 카운티 보건부, 약국, 시골 및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 센터 및 학교 

기반 클리닉의 확립된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한 주 접종 사이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대규모 백신 접종 사이트 중 10곳이 새로 자격이 

있는 5세에서 11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CDC의 권장 사항에 

따라 뉴욕주의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Clinical Advisory Task Force)는 CDC 권장 사항을 

승인했으며 뉴욕주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연령대의 5만 명 이상의 뉴욕 어린이들이 백신을 처음 접종받았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려왔고,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연령대가 자격이 된 이후,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소아과 의사들과 지역 건강 제공자들에게 백신 약속을 정하도록 독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주의 대량 예방 접종 사이트가 가장 젊고 가장 최근에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에게 

접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현재 소아과 의사, 가정의, 지역 보건부, 시골 및 연방정부의 자격을 갖춘 보건소, 

약국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여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주정부 집단 백신 접종 사이트에 소아과 선량을 획득하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며, 13개 사이트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 아트 앤 홈 센터, 시러큐스  

   SUNY 올드 웨스트베리 - 클라크 애슬레틱 센터, 글렌 헤드  

   크로스게이츠 몰(Crossgates Mall), 전 로드 앤 테일러(Lord & Taylor) 스토어 - 

어퍼 레벨, 올버니  

   애쿼덕트 레이스트랙(Aqueduct Racetrack), 사우스 오존 파크(South Ozone Park)  

   로체스터 교육 기회 센터(Rochester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로체스터  



  매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브루클린  

  베이 이든 시니어 센터(Bay Eden Senior Center), 브롱크스  

   뉴욕주 방위군 아머리(New York National Guard Armory), 용커스  

   SUNY 스토니 브룩(SUNY Stony Brook), 스토니브룩  

  버팔로 사우스 캠퍼스 대학교, 버팔로  

  

부모와 보호자는 여기에서 주정부의 대량 백신 접종 장소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소아과 의사, 가정의, 보건센터, 약국 또는 기타 

제공업체에 백신 정보를 문의하고 예약 일정을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또한 뉴욕주의 새 웹사이트(ny.gov/VaxForKids)를 방문하여 이이들을 

위한 코로나19백신에 대한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및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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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현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를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이 연령대에 대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이트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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