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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공항에 7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를 발표하여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더 많은 개인에게 도달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올버니, 시러큐스, 로체스터 및 버펄로 공항 진료소는 5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운영  

  

모든 진료소는 선착순으로 방문 예방 접종 가능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에서 최근 개시된 팝업 진료소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화이트 플레인스, 올버니, 시러큐스, 로체스터, 

버펄로 공항에 7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진료소들은 1회 투여하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비예약 예방 접종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역에 팝업 진료소를 설치하여 

최근에 개시된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더 많은 뉴욕 주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 접종 팝업 진료소는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네트워크의 지하철 역과 기차역에서 

거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백신을 공항으로 가져오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접종할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이 공항 중 

한 곳에서 여행하거나 일하거나 거쳐갈 일이 있으며 아직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진료소는 5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다음 공항에서 운영됩니다.  

• JFK 국제공항(JFK International Airport)  

•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공항(Westchester County Airport) 

• 올버니 국제공항(Albany International Airport)  

• 시러큐스 핸콕 국제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 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 Tim Kennedy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 팝업 진료소에서는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교육합니다. 이러한 접종분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교통 허브로 직접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설에 자원을 투입하고 백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여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합니다."  

  

하원 교통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 William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예방 접종 진료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발걸음입니다. 여행 중인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진료소들은 여행객들이 이 팬데믹을 막는 데 책임을 지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대시보드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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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사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적절한 조사기관으로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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