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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에 이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과 공동으로 세
개의 새로운 팝업 백신 접종소 발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여덟 곳에서 5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5,701회분의 백신을
투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진료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개인에게 무료 7일 메트로카드 또는
무료 LIRR 왕복 티켓 제공
선착순 현장 예방 접종을 위해 모든 진료소 개방,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직원은 현장에서
예방 접종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협력하여 3개의 새로운
팝업 백신 접종소를 발표하여 코로나19 백신을 뉴욕시, 롱아일랜드 및 미드 허드슨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 정거장에 공급하기 위해 5월 12일 착수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새 팝업 진료소는 다음의 역에 위치합니다.
맨해튼(Manhattan) 125번가, 수트핀 블러바드(Sutphin Boulevard)-아처 애비뉴(Archer
Avenue)-퀸즈(Queens)의 JFK 공항, LIRR의 힉스빌(Hicksville) 기차역.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중인 팝업 진료소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5,701 회분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이러한 진료소들은 1회 투여하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하루에 최대 300회의 비예약 접종을 제공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무료 메트로 카드(MetroCard) 7일권 또는 무료 왕복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티켓을 포함하여 진료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SOMOS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직원은 진료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매일 예방 접종을 받고 있지만,
예방 접종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는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며,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8개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성공에 기반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 정거장에 3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를 개설하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뉴욕 다운스테이트 전역에 걸쳐 백신에 대한 접근을 높였습니다."
예방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퇴근길에 시간을 내서 백신을 편리하게 접종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료소가 추가된 것은 저희 고객, 직원, 그리고 뉴욕을 위해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진료소들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시스템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지역이 판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세 개의 새 진료소 운영 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125번가 (125th Street, Manhattan)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1시
수트핀 블러바드(Sutphin Boulevard)-아처 애비뉴(Archer Avenue)-JFK 공항 (퀸즈)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1시
힉스빌(Hicksville) (LIRR)
운영 시간: 오후 2시~오후 7시
디지털 메시지가 진료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홍보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
운행 기차 차량 및 버스 내 12,000개 이상의 화면에서 실행됩니다. 프로모션 콘텐츠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3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에게 푸시로
표시됩니다. 적절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역 팝업 진료소에 길찾기 표시를 설치 및
게시합니다. 해당 정보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 정거장의 4개의 팝업 백신 접종소가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에 이어 5월 22일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 - 34번가 복도(34th Street Corridor)
운영 시간: 오후 3시~오후 8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밴더빌트 홀(Vanderbilt Hall)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1시
이스트 180번가(East 180th Street) (브롱크스)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1시

브로드웨이 정션(Broadway Junction) (브루클린)
운영 시간: 오후 3시~오후 8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과의 이번 협력은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을 높이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집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27일에 4월 29일부터 모든 주정부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에서 비예약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방 접종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모든 백신 공급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에 대한 예약 없는 접종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타 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방 접종 시설에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백신 관리 데이터는 뉴욕주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백신 공급 과정에서 기만행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뉴욕 주민들은 바로
833-VAX-SCAM(833-829-7226)으로 무료 전화를 걸거나 뉴욕주 보건부
STOPVAXFRAUD@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핫라인 직원들은 불만
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주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 200곳 이상에서는
77,0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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