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예방 접종율이 낮은 지역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 위해 11개의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 설치를 발표  

  

예방 접종율이 주 평균보다 낮은 지역사회에서 접종소 운영 시작  

  

모든 진료소는 선착순으로 방문 예방 접종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규 팝업식 예방 접종소 11곳이 주 전역의 평균보다 

백신 접종율이 매우 낮은 우편 번호 기준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백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향후 수 주에 걸쳐 추가적으로 

접종소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우리가 경제를 

재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백신 접종율을 나타내는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팝업 접종소는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1곳의 신규 접종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자원을 재분배하여 백신 접종이 계속 늦어지는 지역에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팝업 예방 접종소를 통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뉴욕의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1월 15일 이후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 250곳 

이상에서는 90,0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다음의 11개 접종소 각각의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프로스펙트 플라자 커뮤니티 센터(Prospect Plaza Community Center)  

1835 Sterling Place  
Brooklyn, NY  

운영 시작: 6월 12일 토요일  

  

챌린지 차터 중학교(Challenge Charter Middle School)  

12-79 Redfern Avenue  



 

 

Far Rockaway, NY  

운영 시작: 6월 12일 토요일  

  

세이지 크로토나 시니어 센터(SAGE Crotona Senior Center)  

1794 Prospect Avenue  
Bronx, NY  

운영 시작: 6월 10일 목요일  

  

주도 지역  

코이맨스 할로우 발런티어 파이어 하우스(Coeyman's Hollow Volunteer Fire 

House), 1290 NY-143  
Coeyman's Hollow, NY 

운영 시작: 6월 10일 목요일  

  

서던 티어  

윈저 소방서(Windsor Fire Department)  

4 Academy Street  
Windsor, NY  

운영 시작: 6월 12일 토요일  

  

핑거 레이크스  

그레이터 하비스트 침례교회(Greater Harvest Baptist Church)  

12 Driving Park Avenue  
Rochester, NY  

운영 시작: 6월 11일, 금요일  

  

센트럴 뉴욕  

어섬션 교회(Assumption Church)  

812 N Salina Street  
Syracuse, NY  

운영 시작: 6월 9일 수요일  

  

웨스턴 뉴욕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센터(Northwest Community Center)  

155 Lawn Avenue  
Buffalo, NY  

운영 시작: 6월 11일, 금요일  

 

롱아일랜드  

스미스 포인트 카운티 파크(Smith Point County Park)  

1 William Floyd Parkway  
Shirley, NY  

운영 시작: 6월 11일, 금요일  



 

 

  

루즈벨트 도서관(Roosevelt Library)  

27 West Fulton Avenue  
Roosevelt, NY  

운영 시작: 6월 10일, 목요일  

  

미드 허드슨  

마틴 루터 킹 다목적 센터(Martin Luther King Multi-Purpose Center)  

110 Bethune Blvd  
Spring Valley, NY  

운영 시작: 6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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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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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mailto:STOPVAXFRAUD@health.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5faad54-fa619445-a5f85461-000babd9fe9f-6555f77f474e88af&q=1&e=103a9bec-8f71-4d5b-9958-fe8553118bff&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0C7CADA282D11D1D852586ED0072820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