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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현재까지 설립된 약 200개의 #VAXTOSCHOOL 임시 백신 접종 장소
발표

오늘 발표된 9개의 새로운 #Vaxtoschool 접종 장소
안전한 추수감사절을 위해 학령기 뉴욕 시민들과 가족들에게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장
학령기 뉴욕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주 동안 매주 새로운 접종 장소를
발표할 예정
매주 업데이트되는 전체 접종 사이트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VaxtoSchool 버스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취학 연령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9개의 새로운 #VaxtoSchool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98개의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가 주 전역에 개설되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취학 연령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9개의
새로운 #VaxtoSchool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추수 감사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 특히 젊은 뉴욕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전역에 걸친 #VaxtoSchool 사이트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보호자 여러분, 가족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좋은 보호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무료이고 안전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9월 21일 Hochul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2주 동안 총 120개의 사이트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98개 사이트가 마련되어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지역 카운티 보건국,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의료 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 전역에 접종소를 설치하기 위한 물류

지원을 합니다. 파트너, 호스트 사이트 및 지원 활동은 대상 커뮤니티에 맞게
조정됩니다. 새 접종소는 현재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학생, 교사,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을 최고 우선순위로 하는 뉴욕주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전문가가 각 접종소에서 학생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VaxtoSchool 버스 - 이동식 백신 접종소는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취학 연령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각 #VaxtoSchool 팝업 백신 접종소의 운영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VaxtoSchool 사이트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 사이트가
설치되면 12주 기간 동안 매주 업데이트됩니다.
WESTERN NEW YORK
로얄턴 - 하트랜드 고등학교(Royalton - Hartland High School)
54 State Street
Middleport, NY 14105
운영시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오후 6시 30분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나이아가라 카운티
등록: 화이자-바이오엔텍 1차 접종(5세 이상) 등록: https://on.ny.gov/3q5em5S
부스터 접종(18세 이상) 등록: https://on.ny.gov/3bWMPeI
인센티브: 탑 및 아마존 기프트 카드
5세 이상
NORTH COUNTRY
모리아 센트럴 학교(Moriah Central School)
39 Viking Lane
Port Henry, NY 12974
운영시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등록: https://www.co.essex.ny.us/Health/make-an-appointment/ 또는 518-8733500번으로 전화
행사 파트너: 에섹스 카운티 (Essex County)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5세 이상
롱아일랜드
베델 AME 교회(Bethel AME Church)
420 North Main Street
Freeport, NY 11529
운영시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12시~오후 4시

백신 종류: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얀센/J&J
행사 파트너: 국립 흑인 교회 연합(National Coalition of Black Churches)
12세 이상
핑거 레이크스
The Vineyard Farm and Outdoor Center for Excellence
126 Sander Street
Rochester, NY 14605
운영시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얀센/J&J
이벤트 파트너 핀야드 팜(Vineyard Farms)과 엑설런스 아웃도어 센터(Outdoor Center
for Excellence)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12세 이상
센트럴 뉴욕
Christ Missionary Baptist Church
319 West Kennedy Street,
Syracuse, NY 13204
운영시간: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행사 파트너: Christ Missionary Baptist Church
12세 이상
핑거 레이크스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s Church)
869 N Clinton Ave
Rochester, NY 14605
운영시간: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파더 트레이시 센터(Father Tracy Center)
인센티브: 탑스(Tops) 기프트 카드
12세 이상
뉴욕시
Mt. Pleasant 교회
2009 Adam Clayton Powell Jr., Blvd
New York, NY 10027
운영시간: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J&J)
행사 파트너: Mt. Pleasant 교회
12세 이상

NORTH COUNTRY
Essex County Department of Health,
132 Water St,
Elizabethtown, NY 12932
운영시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J&J)
등록: https://www.co.essex.ny.us/Health/make-an-appointment/
행사 파트너: 에섹스 카운티 (Essex County)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5세 이상
미드 허드슨
해밀턴 초등학교(Hamilton Elementary School)
20 Oak Street
Mount Vernon, NY 10550
운영시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보건부(Westchester County Health Department)
인센티브: 아마존 기프트 카드
12세 이상
어린이들은 화이자(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5세-15세에
대해서는 비상 사용 승인이 된 상태이며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코로나19 백신들은 아직 이 연령대에 허가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학생의 부모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vaccines.gov를 방문하여
우편번호를 438829로 문자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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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뉴욕주의 #VaxtoSchool 임시 접종 사이트들은 현재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5-11세
어린이를 위한 백신 예약을 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자녀의 소아과 의사, 가정의,
카운티 보건국,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농촌
보건소 또는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약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과 보호자는 ny.gov/VaxforKids,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5-11세를 위한 대형 백신 접종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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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