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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9개 사전 투표소를 새로운 팝업 접종소로 변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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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번호 기준 지역 데이터에서 예방 접종률이 주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사전 투표소 또는 인근에 9개의 팝업 접종소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접종소는 지역 정부 및 의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백신을 손쉽고 

간편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뉴욕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 접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팡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 새롭게 설치되는 팝업 

접종소에서 뉴욕 주민들은 다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표 

참여와 백신 접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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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bia University Irving Medical Center Russ Berrie Medical Science Pavilion  
1150 St. Nicholas Avenue,  
New York,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450 Clarkson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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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oklyn,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Claremont Neighborhood Center  
489 East 169th Street  
Bronx,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Rochdale Village Community Center  
169-65 137th Avenue  
Queens,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Gerard Carter Center  
230 Broad Street  
Staten Island,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LONG ISLAND  
Huntington Public Library (Station Branch)  
1335 New York Avenue  
Huntington Station, NY  

운영 시작: 6월 19일 토요일  

 
CAPITAL REGION  
Karen B. Johnson Library  
99 Clinton Street  
Schenectady, NY  

운영 시작: 6월 20일 일요일  

 
FINGER LAKES  
Edgerton Recreational Center  
41 Backus Street  
Rochester, NY  

운영 시작: 6월 20일 일요일  

 
WESTERN NEW YORK  
Broadway Market  
999 Broadway,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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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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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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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