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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접종 장려를 위하여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서 12곳 운영 시작 발표  

  

백신 접종률이 주 평균보다 낮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소  

  

우편번호 기준 백신 접종 데이터는 이제 대시보드 실시간 반영  

  

모든 진료소는 선착순으로 방문 예방 접종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규 팝업식 예방 접종소 12곳이 주 전역의 평균보다 

백신 접종율이 매우 낮은 우편 번호 기준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잰에서 거둔 우리의 

성과로 인해 거의 모든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가 알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아직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의 설치는 우리가 모든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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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접종소의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YORK CITY  
Mt. Ararat Baptist Church  
425 Howard Avenue  
Brooklyn, NY  

운영 시작: 6월 18일, 금요일  

  
Williamsburg Hatzalah Garage  
320 Penn Street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Brooklyn, N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  

  
Fordham Bedford Housing West Farms  
999 East Tremont Avenue  
Bronx, N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6월 18일 금요일  

  
LONG ISLAND  
Northwell Health  
1 Marcus Avenue  
New Hyde Park, NY  

운영 시작: 6월 18일, 금요일  

  
CAPITAL REGION  
Fort Ann Fire Department  
11289 NY-149  
Fort Ann, N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  

  
FINGER LAKES  
Monroe County Mobile Vaccine Unit  
This site is mobile and will move to different parts of Monroe Count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  

  
CENTRAL NEW YORK  
Town of Richland Fire Department  
30 Phillips Street  
Richland,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Victory Fire Department  
12009 NY-38  
Cato, N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  

  
MOHAWK VALLEY  
Beekman 1802 Mercantile  
187 Main Street  
Sharon Springs,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NORTH COUNTRY  
LaFargeville Central Schools  
20414 Sunrise Avenue  



 

 

La Fargeville, NY  

운영 시작: 6월 18일, 금요일  

 
WESTERN NEW YORK  
Broadway Market  
999 Broadway  
Buffalo, NY  

운영 시작: 6월 17일 목요일  

  
Cuba Memorial Hospital  
140 West Main Street  
Cuba, NY  

운영 시작: 6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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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