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접종 예약 정보
온라인 예약하기:

이 시간에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누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에 거주하며 65 세 이상 자격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연령으로 인해 접종 자격이 되신다면,
연령을 증명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5 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동반 질환 및 기저 질환이있는 18 세 이상의 적격 한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적격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있다고 증언하는 내용으로
The Armory 현장에 있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의학적 상태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뉴욕 운전 면허증이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유효한
뉴욕주 정부 신분증과 같이 뉴욕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뉴욕시 거주를 증명하려면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제시: 임대인 진술서/현재 임대료 영수증이나 임대 계약서/주택 담보 대출
기록



또는 다음 중 두 가지 제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현재 우편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뉴욕의
다른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백신 접종 장소 목록 또는 뉴욕시 COVID-19 백신 접종
장소 찾기를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의학적 상태 기록을 인쇄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클릭하십시오.
Connect 환자 포털
Athena/MyHealth 환자 포털
Cerner 환자 포털(NYP Brooklyn Methodist Hospital)
언제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백신 공급량에 따라 예약 가능 여부가 변경됩니다. 백신 수량이 확보되는 즉시, 자격 있는 개인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수요가 많고 백신
공급량은 제한적임에 유의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커넥트 온라인 환자 포탈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지침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커넥트 계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커넥트 계정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계정 생성 지침 및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커넥트 계정이 없는 경우, 이곳을 클릭합니다.

Sign Up(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다음 절차는?
자격이 있다면, 커넥트를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예약 접종 시 준비 사항은 무엇입니까?
접종 시 느슨한 옷을 입으십시오. 가급적 소매가 짧은 셔츠라면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방문했을 때 실내를 걷게 됩니다. 백신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보안 검문소에서 금속 탐지기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 COVID-19 증상을 겪고 있거나, 최근에 COVID-19 로 진단받았거나, CDC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예약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괜찮아졌을 때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 센터가 어디입니까?
ColumbiaDoctors, Weill Cornell Medicine, NewYork-Presbyterian 백신 접종 센터의 위치는 Fort
Washington Ave 와 Broadway 사이의 The Armory, 620-650 West 169th Street 입니다. 장애인 전용
입구는 216 Fort Washington Avenue 입니다. 카 서비스나 운전 서비스는 두 주소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접종을 마치고 택시를 부를 때 가장 좋은 장소는 Broadway 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 센터 위치 및 주차 정보
백신 센터 자료표

백신 접종 후 예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COVID-19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C 백신 접종 후 예상되는 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정보
COVID-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C COVID-19 백신 관련 팩트 페이지와 COVID-19 예방 접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izer 자료표
Moderna 자료표

문의 전화번호: 646-697-VACC
ColumbiaDoctors, Weill Cornell Medicine, NewYork-Presbyterian 백신 핫라인은 646-697-VACC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