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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및 부스터 접종을 늘리기 위해 직접
메시지 전달

250만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SMS 발송
이번 연말 시즌을 맞아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주요 백신 및
부스터 접종 자격 관련 중요 정보를 뉴욕 주민에게 전달
이러한 노력에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SMS 문자 전송, 엑셀시어 패스 공지 등 포함하며
디지털 및 홍보 노력 강화
모든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가족들에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접근성 확대 노력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 뉴욕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및
부스터 접종 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메시지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지속적인 종합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에게 직접 백신 접종
및 자격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목적이며 더욱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정부는 영문과 스페인어로 일곱번째 SMS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안전한 연말 연시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도록 만 5세 이상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만 18세 이상의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은 부스터 접종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직접 문자 메시지 전송은 뉴욕 주민 모두의
백신 완전 접종을 권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주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공공 정보 전략의 일환인 SMS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알림을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완전 접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 접종을 마친다면, 자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가족 및 친구와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주민들께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일괄 발송되었기 때문에, 이미 백신을 접종하면서 대규모
접종소에서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들도 다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가족의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 5세 이상 뉴욕 주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며, 만 18세 이상은 부스터 접종
대상입니다. 방문: ny.gov/vaccine
또한 SMS 문자 캠페인과 더불어, 뉴욕주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부스터 접종, 추가
접종, 접종 대상,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서비스 제공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접종
대상 인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만 5~11세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스터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욕주는 250만
뉴욕 주민에게 일곱 개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부스터 접종 등
정보를 푸시 알람 메시지를 통해 엑셀시어 패스 보유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 현장 지역사회 기반 신뢰 메신저, 특정 인구 대상 팝업 전략, 일반적인
광고를 통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SAs)는 만 5~11세를 대상으로 주정부의 #VaxtoSchool 노력을
홍보합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무료 백신 또는 부스터 접종을 예약하려면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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