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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월 23일부터 뉴욕의 대규모 백신 접종소 16곳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예약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대규모 접종소에서는 60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예약 없이 방문하여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별도 공급량 확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23일 금요일부터 대규모 예방 접종소 16곳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비예약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확대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별도
백신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요에 따라 일부 접종소에서 비예약자들은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원 증빙 및 보험 정보(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우리
뉴욕주는 매일 팬데믹 이후의 미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용이하게 만들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며 주 전역에 신규 접종소를 설치하여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예방 접종소 16곳에서 비예약자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공중 보건에게 매우 중요하며,
저희는 연중무휴 24시간 접종을 실시하여 뉴욕 주민을 보호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예약자 대상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대규모 예방 접종소 16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워싱턴 애비뉴 아머리(Washington Avenue Armory)
195 Washington Avenue
Albany, NY
크로스게이츠 몰(Crossgates Mall), 전 로드 앤 테일러 로어 레벨(Lord & Taylor
Lower Level)
1 Crossgates Mall Rd
Albany NY
센트럴 뉴욕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 Site)

581 State Fair Blvd
Syracuse, NY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돔 아레나(Rochester Dome Arena)
2695 East Henrietta Road
Henrietta NY
전 코닥 호크아이(Former Kodak Hawkeye) 주차장
1345 St. Paul Street
Rochester, NY
허드슨 밸리
뉴욕주 방위군 아머리(New York National Guard Amory)
2 Quincy Place
Yonkers, NY
롱아일랜드
SUNY Old Westbury
Clark Center - Gate C
Store Hill Road 및 Cherry Road
Old Westbury, NY
Suffolk CCC - Brentwood
Suffolk Federal Credit Union Arena
1001 Crooked Hill Road
Brentwood, NY
모호크 밸리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SUNY Polytechnic Institute)
Wildcat Field House
880 Wildcat Drive
Utica NY 13502
뉴욕시
Javits Center
429 11th Ave
New York, NY
양키 스태디움(Yankee Stadium)
1 E 161 St
The Bronx, NY
요크 칼리지(York College)
160-2 Liberty Avenue

Jamaica, NY 11451
매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 캐롤 빌딩(Carroll Building)
231 Crown Street
Brooklyn, NY 11225
아퀴덕트 레이스트랙 - 레이싱 홀(Racing Hall)
110-00 Rockaway Boulevard
South Ozone Park, NY
서던 티어
뉴욕 주립 대학교 빙엄턴(SUNY Binghamton)
10 Gannett Drive
Johnson City, NY
웨스턴 뉴욕
델레반 그라이더 커뮤니티 센터(Deleavan Grider Community Center)
877 East Delavan Avenue
Buffalo, NY
뉴욕주는 백신 접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뉴욕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사립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위해 새롭게 35,000회분의 백신을
별도로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초기 할당에는 뉴욕 주립 대학교 학생들에게
투여할 21,000회분의 백신과 사립 대학 학생들에게 투여할 14,000회분의 백신이
포함됩니다. 백신은 여름에 이동하는 학교 거주 및 비 통학 학생들에게 투여될
예정입니다. 3월 29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새롭게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30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자가 됩니다. 4월 6일부터 접종 대상 자격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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