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주 동안 80개의
#VAXFORKIDS 임시 백신접종 사이트 발표

이번 주 주전역에서 10개의 새로운 임시 사이트 개설
5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모든 권장 코로나19 백신 용량을 준수한다는

주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매주 새로운 사이트를 발표할 예정
매주 업데이트되는 전체 접종 사이트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와 보호자는 ny.gov/vaxforkid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VaxforKids
이벤트 주관사에 대한 리소스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에서 6주간에 걸쳐 80개의 #VaxforKids 임시
백신접종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이며 이번 주에 10개의 임시 사이트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접종 사이트는 뉴욕주의 5세 이상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모든 권장 코로나19 백신 용량을 준수하겠다는 주정무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지역,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현장 의료 센터와
협력하여 주 내 모든 지역에 이러한 접종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주최
사이트 및 자원봉사 활동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입원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VaxforKids 캠페인은 안전하고 무료이며 이용 가능한 백신을 뉴욕 가정에 직접
제공하고 부모와 보호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1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으며, 저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을 갖출 경우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주 정부는 5-11세 뉴욕 아동의 백신접종률을 늘리고 12-17세의 적격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기 위해 #VaxforKids 캠페인을 시작하여 어린이, 가족 및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헌신을

다졌습니다. 현재까지 만 5~17세 아동 15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기준 만 5~11세 아동의 34.3%, 만 12~17세 청소년의 74.3%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만 5~11세 아동의 23.9%, 만 12~17세
청소년의 66.1%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보건부 부 커미셔너인 Dr. Mary T. Bass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소아 감염과 입원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은 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위대한 공중 보건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백신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배치된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새로운 #VaxforKids 사이트는 뉴욕 시민들에게 백신을 직접 제공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료 전문가가 각 현장에 배치되어 학부모와 보호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해 줄 것입니다. 각 #VaxforKids 임시 접종 사이트의 운영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사이트는 6주 동안 매주 발표될 것입니다. #VaxforKids 접종 사이트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
페루 고등학교(Peru High School)
17 School Street
Peru, NY 12972
운영시간: 1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 6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등록: 5-11세는 여기에서 12세 이상은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고 부스터샷은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사 파트너: 클린턴 카운티 (Clinton County)
5세 이상
허드슨 밸리
Sullivan County Public Health Services
50 Community Lane
Liberty, NY 12754
운영시간: 1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여기에서 등록하거나 845-292-5910번으로 전화
행사 파트너: 설리번 카운티
12세 이상
서던 티어
호머 브링크 초등학교(Homer Brink Elementary School)

3618 Briar Lane #2404
Endicott, NY 13760
운영시간: 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 6시
(호머 브링크 초등학교 구성원 전용 사이트.)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온텍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5-11세의 경우 첫 번째 접종, 12세 이상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
웨스턴 뉴욕
나이아가라 커뮤니티 칼리지 학습 커먼즈(Niagara Community College Learning
Commons)
3111 Saunders Settlement Rd.
Sanborn, NY 14132
운영시간: 1월 19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온텍, 얀센 및 모더나
등록: 5-11세 첫 번째 접종은 여기에서 두 번째 접종은 여기에서 12세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은 여기에서 18세 이상의 얀센(Janssen/J&J) 접종은 여기에서 등록 가능
행사 파트너: 나이아가라 카운티 보건부(Niagara County Department of Health)
5세 이상
모호크 밸리
Family Counseling Center, Inc.
11 Broadway Street
Gloversville, NY 12078
운영시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행사 파트너: 가족상담센터(Family Counseling Center)
5세 이상
센트럴 뉴욕
Marathon Civic Center
16 Brink Street
Marathon, NY 13803
운영시간: 1월 19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얀센/J&J
행사 파트너: 코틀랜드 카운티와 마라톤 빌리지
5세 이상
센트럴 뉴욕
Marathon Civic Center
16 Brink Street
Marathon, NY 13803
운영시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얀센/J&J
행사 파트너: 코틀랜드 카운티와 마라톤 빌리지
5세 이상
모호크 밸리
풀턴 카운티 보건부(Fulton County Department of Health)
127 East State Street
Gloversville, NY 12078
운영시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등록: https://booknow.appointment-plus.com/6z7p0e2q/?e_id=3431
행사 파트너: 풀턴 카운티 (Fulton County)
5세 이상
노스 컨트리
클린턴 커뮤니티 칼리지(Clinton Community College)
158 Clinton Point Drive
Plattsburgh, NY 12901
운영시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등록: http://www.clintonhealth.org/covid19vaccine/
행사 파트너: 클린턴 카운티 (Clinton County)
5세 이상
서던 티어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St. James Elementary School)
143 Main St
Johnson City, NY 13790
운영시간: 1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 구성원 전용)
백신 종류: 화이자(Pfizer-BioNTech)
행사 파트너: 브룸 카운티
5-11세의 경우 첫 번째 접종, 12세 이상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
만 5세 이상의 아동은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기준,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백신 접종 완료 이후 최소
5개월 이후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부스터 샷 접종 대상입니다. 또한 만 5~11세
면역 질환자는 현재 백신 접종 완료 이후 최소 28일 이후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입니다. 소아과 의사, 부모 및 보호자는
ny.gov/VaxForKids, ny.gov/Boosters, ny.gov/GetTheVaxFacts를 방문하거나 보건부
커미셔너의 새로운 PSA를 살펴보도록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무료이며 아동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2,000 곳 이상의 장소를 포함해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의 대량 백신접종 사이트는 5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의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그리고 5세 이상의 면역 결핍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시 및 대량 백신접종 사이트 외에도, 뉴욕 시민들은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우편 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또한 자녀의 소아과 의사, 주치의, 카운티
보건부, FQHC(연방 자격 건강 센터), 농촌 보건소 또는 해당 연령대에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학부모와 보호자는 독감 백신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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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