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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3 월 1 일 

 

VCH, 3월 15일부터 유자격 고령자 및 원주민 대상 COVID-19 예방 접종 클리닉 개설 

(VCH opens COVID-19 vaccination clinics to eligible seniors and Indigenous people on March 15) 
 

밴쿠버, BC - 밴쿠버 코스탈 헬스(VCH)는 유자격 고령자 및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 대상 

COVID-19 백신 접종 클리닉이 2021 년 3 월 15 일 월요일에 개설된다는 소식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만 

80 세 이상인 분들과 만 65 세 이상인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은 BC COVID-19 예방 접종 

계획의 2 단계 대상으로 백신을 맞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VCH 는 밴쿠버, 리치먼드, 도시와 지방의 관할 지역 사회 전역에 백신 접종 클리닉을 개설합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클리닉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주 7 일 문을 열며, 저녁 시간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을 위한 지정 접종 장소도 개설되어 있어 

문화적으로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원주민 의식에 부합한 계획이 마련됩니다. 

 

예약은 3 월 8 일 월요일부터 휴일 없이 매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무료 전화 라인으로 받습니다. 

만 80 세 이상인 분들과 만 65 세 이상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은 1-877-587-5767 로 

전화하여 연령대별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유자격 고령자 및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VCH 는 다음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이 아래에 표시된 각 날짜부터 이 번호로 연락하여 예약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리치먼드, 밴쿠버, 노스 밴쿠버 및 웨스트 밴쿠버 

 

3 월 8 일부터 전화: (3 월 15 일부터 백신 접종) 

1931 년 이전 출생자(만 90 세 이상 고령자) 및 1956 년 이전 출생 원주민(만 65 세 이상) 

3 월 15 일부터 전화: (3 월 22 일부터 백신 접종) 

1936 년 이전 출생자(만 85 세 이상 고령자) 및 1956 년 이전 출생 원주민(만 65 세 이상) 

3 월 22 일부터 전화: (3 월 29 일부터 백신 접종) 

1941 년 이전 출생자(만 80 세 이상 고령자) 및 1956 년 이전 출생 원주민(만 65 세 이상) 

 

선샤인 코스트, 파월 리버, 휘슬러, 스콰미시 및 펨버턴 

3 월 8 일부터 전화: (3 월 15 일부터 백신 접종) 

1941 년 이전 출생자(만 80세 이상 고령자) 및 1956 년 이전 출생 원주민(만 65 세 이상) 

https://www.facebook.com/VCHhealthcare
https://twitter.com/VCHhealthcare
https://www.instagram.com/vchhealthcare/
https://www.youtube.com/vch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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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전화를 거시기 전에, 해당 지역 거주자는 필기 도구, 종이, 개인 건강 보험 번호, 이름, 생년월일, 

우편 번호, 전화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은 COVID-19 백신과 관련한 주요 연락처입니다. 

 

● VCH 지역에서 백신 접종 예약 자격이 있는 분은 1-877-587-5767 로 연락하십시오. 이 무료 

전화는 백신 접종 예약만을 위한 것입니다. 

● 임상적 질문이 있는 분은 먼저 가정의 또는 전문 간호사와 상담하시거나 예약 전에 811 로 

전화하여 간호와 관련한 조언을 받으십시오. 

● COVID-19 백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888-COVID19(1.888.268.4319)로 문의하시거나 

gov.bc.ca/covid19 를 보십시오. 

● VCH 백신 접종 클리닉에 관한 정보: vch.ca 

 

VCH 는 가족, 친지, 이웃, 사회 복지 기관이 해당 지역의 유자격 고령자들에게 저희가 다가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정보를 만 80 세 이상인 분들이나 만 65 세 

이상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메이티, 이뉴잇)에게 알려주셔서 이분들이 연령대별로 예약 전화 라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는 리치먼드, 밴쿠버, 노스 쇼어, 선샤인 코스트, 시 투 스카이 회랑 지대, 파월 리버, 

벨라 벨라, 벨라 쿨라 등 관내 100 만여 주민에게 41 억 달러 상당의 지역 사회, 병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CH 는 또한 BC 전역의 주민들에게 전문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BC 주에서 보건 교육과 의료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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