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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력인 #VAXTOSCHOOL 재실시 발표  

  

학령인구 아동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  

  

주 전역에서 팝업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확보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면적 #VaxtoSchool 캠페인 재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 교사,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을 비롯해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을 학기 시작을 앞둔 가운데, 

어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백신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파트너십은 뉴욕주가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성공적인 #VaxtoSchool 캠페인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추계 행동 계획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주민이 심각한 질병을 보이거나 입원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VaxtoSchool 캠페인, 학령인구 아동의 학부모 및 법적 후견인, 학교를 위한 주요 자원 

및 자료는 ny.gov/vaxtoschoo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학부모와 

후견인을 위한 백신 정보 및 FAQ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 커미셔너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백신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번 #VaxForKids 파트너십이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평등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백신은 바이러스 및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저는 모든 학부모 및 후견인들께 개학 전 자녀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대표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커다란 진전을 이룬 날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은 각자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covid-19-vaccines-school-aged-new-york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32e293162144dcd87de08da8064f48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46846456717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ET6P5kATzjlkzeiPQR4SFd7IUAddIrbBkV9V6aQXc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what-you-need-know-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32e293162144dcd87de08da8064f48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46846456717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BmlOIW%2F0vnuY41xByZKFFBT0fc82ovKX0kG5YBrek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frequently-asked-questions-1&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32e293162144dcd87de08da8064f48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46846456717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Du1XPwaTx%2BsZAqjGTLn%2Bo6fxdkeEpp32Pt9eGfMCbI%3D&reserved=0


다릅니다. 대부분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다수가 의료 기관이나 기업형 약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 주치의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아과 전문의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모스 

네트워크는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수십만 명의 부모를 도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도시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 

운영이 재개되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Hochul 주지사와 

Bassett 박사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으로 비로소 실현되었습니다."  

  

Johonniuss Chemweno 인버스 메디컬(Inverse Medical)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감염과 입원은 최근 뉴욕주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최근 만 

6개월 이상의 아동에 대한 다양한 MRNA 백신 접종을 승인했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좀먹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함께 

평등한 진료권을 확보하는 한편, 뉴욕주 및 지방 보건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접근성월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 및 보건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뉴욕주 전역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정부의 인스타그램(Instagram) 채널인 VaccinateNY에서 욕 학생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해하기 쉬운 백신 정보, 장래의 콘텐츠 제휴, #VaxtoSchool 소셜 미디어 디자인 

콘테스트 및 빠른 비디오 설명자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화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실을 뉴욕 주민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트위터(Twitter) 등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 효과를 확대할 것입니다.  

  

팝업 백신 접종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는 뉴욕시의 다수 

장소에서, 인버스 메디컬은 주 전역에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향후 추가 

장소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West Side Community Services - 록 더 블록(Rock the Block) 이벤트  

61 Vermont Street  
Buffalo, NY 14213  

운영시간: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Cuba Cultural Center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instagram.com%2Fvaccinateny%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232e293162144dcd87de08da8064f48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46846456717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S85Rm6JwMWQrdLTATlxJveBJQbP5VVS%2Fh4z08qCnFM%3D&reserved=0


38 East Main Street  
Cuba, NY 14727  

운영시간: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Cheektowaga Senior Center  
3349 Broadway  
Cheektowaga, NY 14227  

운영시간: 8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싱글 맘 클럽 백투 스쿨 책가방 증정(Single Mom's Club Back to School Bookbag 

Giveaway)  
Apollo Media Center  
1346 Jefferson Avenue  
Buffalo, NY 14208  

운영시간: 9월 3일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Seneca Babcock Community Association(장소: Schiller Park Senior Center)  

2057 Genesee Street  
Buffalo, NY 14211  

운영시간: 9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Cuba Cultural Center  
38 East Main Street  
Cuba, NY 14727  

운영시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Cheektowaga Senior Center  
3349 Broadway  
Cheektowaga, NY 14227  

운영시간: 9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수도권 지역  



  

푸드 트럭 프라이데이 온 더 폰드(Food Truck Fridays on the Pond)  

6604 State Route 8  
Brant Lake, NY 12815  

운영시간: 8월 19일 오후 5시부터 8시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Town of Horicon  

연령: 만 5세 이상  

  
Doane Stuart School Community  
199 Washington Ave.  
Rensselaer, NY 12144  

운영시간: 9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미드 허드슨  

  
Bowen Memorial Baptist Church  
14 North Columbus Ave  
Mount Vernon, NY 10553  

운영시간: 8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Boys & Girls Club- New Rochelle 5th Annual Back to School Drive  
79 7th Street  
New Rochelle, NY 10801  

운영시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Pilgrim Baptist Church  
80 N. Franklin Street  
Nyack, NY 10960  

운영시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Greater Centennial A.M.E. Zion Church 백투스쿨 이벤트  

114 West 4th St.  
Mount Vernon, NY 10550  

운영시간: 8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Ulster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Hudson Valley Mall (Target 인근 구 Best Buy)  

1500 Ulster Avenue, Kingston NY 12401  

운영시간: 8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Bowen Memorial Baptist Church  
14 North Columbus Ave  
Mount Vernon, NY 10553  

운영시간: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Ulster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Hudson Valley Mall (Target 인근 구 Best Buy)  

1500 Ulster Avenue, Kingston NY 12401  

운영시간: 9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Larchmont/Mamaroneck Hunger Task Force  
955 Mamaroneck Avenue  
Larchmont, NY 10543  

운영시간: 9월 13일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Bowen Memorial Baptist Church  
14 North Columbus Ave  
Mount Vernon, NY 10553  

운영시간: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Salvation Army - Port Jervis  
99 Ball St  
Port Jervis, NY 12771  

운영시간: 9월 17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핑거 레이크스  

  
Ovid Federated Church  
7137 North Main Street  
Ovid, NY 14521  

운영시간: 8월 18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Ovid Federated Church  
7137 North Main Street  
Ovid, NY 14521  

운영시간: 8월 19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Overdose Awareness Day  
Austin Park 15 Jefferson Ave.  
Batavia, NY 14020  

운영시간: 8월 2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12개월 이상  

  

백투스쿨 자원 박람회 및 카니발(Back to School Resources Fair and Carnival)  

Flower City School No. 54  
36 Otis Street  
Rochester, NY 14606  

운영시간: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Flower City School No. 54 및 Cameron Community Ministries  

연령: 만 5세 이상  

  
Ovid Federated Church  
7137 North Main Street  
Ovid, NY 14521  

운영시간: 9월 15일 오후 1시에서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Ovid Federated Church  
7137 North Main Street  
Ovid, NY 14521  

운영시간: 9월 16일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뉴욕시  

  

할렘 위크 어린이 페스티벌(Harlem Week Children's Festival)  

Howard Bennet Playground  

Lenox와 5th Ave 사이 135th Street과 North Side  

New York, NY 10037  

운영시간: 8월 20일과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5세 이상  

  

Krab Queenz Harlem - 싱글 부모 백투스쿨 증정(Single Parents Back to School 

Giveaway)  
100 West 125 Street  
New York, NY 10027  

운영시간: 8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Queens Borough Hall  
120 -55 Queens Blvd.  
Kew Gardens NY 11415  

운영시간: 8월 2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6개월 이상  

  
Bethany Baptist Church Community Booster Event  
460 Marcus Garvey Blvd  
Brooklyn, NY 11216  

운영시간: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First Step Medical P.C.  
705 East 180th Street  
Bronx, NY 10457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First Step Medical P.C.  

연령: 만 6개월에서 4세  

  
One Hanson Place Pediatrics PLLC  
1 Hanson Place  



Brooklyn, NY 11243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One Hanson Place Pediatrics PLLC  

연령: 만 6개월에서 4세  

  
National Pediatric Center  
102-11 Roosevelt Avenue  
Corona, NY 11368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National Pediatric Center  

연령: 만 6개월에서 4세  

  
Pediatrics 2000 II Pediatric Center  
3332 Broadway  
New York, NY 10031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Pediatrics 2000 II Pediatric Center  

연령: 만 6개월에서 4세  

  

노스 컨트리  

  
St. Andre Bessette Outreach Center Children's  
12 Holmstead Park  
Malone, NY 12953  

운영시간: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Albany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연령: 만 5세 이상  

  

센트럴 뉴욕  

  
East Hill Family Medical  
31 Seminary Street  
Auburn, NY 13021  

운영시간: 8월 1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Cayuga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연령: 만 6개월~17세  

예약: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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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Hill Family Medical  
31 Seminary Street  
Auburn, NY 13021  

운영시간: 8월 20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행사 파트너: Cayuga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연령: 만 6개월~17세  

예약: 여기 클릭  

  
Cayuga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Fingerlakes Mall  
1579 Clark Street Rd,  
Auburn, NY 13022  

운영시간: 8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Cayuga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Fingerlakes Mall  
1579 Clark Street Rd,  
Auburn, NY 13022  

운영시간: 9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Cayuga County Local Health Department  
Fingerlakes Mall  
1579 Clark Street Rd,  
Auburn, NY 13022  

운영시간: 9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백신 종류: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연령: 만 5세 이상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또는 음성 결과지의 안전한 전자 

사본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또는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모두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원하는 경우 자녀 또는 법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패스를 회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추계 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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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올해 말 잠재적 팬데믹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계 행동 계획(Fall Action 

Plan)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6월 중순에 뉴욕주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통해 뉴요커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추계 계획은 다음에 집중합니다.  

•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300만 개의 테스트를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 리턴 투 

스쿨(Return to School) 전략.  

• 필요할 경우 대량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더 많은 뉴욕 

시민이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뉴욕 시민들에게 조기에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의료 전문가에게 즉시 접근할 수 없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최근 주전역 핫라인과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약속을 포함하여 치료와 치료의 더 많은 접근을 

촉진합니다.  

• 필요한 곳에 배포할 수 있는 2,000만 개의 검사 키트를 포함하여 개인 보호 장비 

비축.  

• 필요한 경우 주정부의 Surge Operations Center를 증설할 준비를 포함하여 병원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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