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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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covid-19-booster-doses-eligible-new-yorker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bb29784232f4588a09008d9aec3f0e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29789982322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YgIh3g4buyUY%2FSjAeyJJa5gH0qRJZR8SS4jYkN%2BlN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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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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