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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속적인 축소의 일환으로 4 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 운영 중지 

발표  

   

더 콘퍼런스 & 에번트 센터 나이아가라폴스, 플랫스버그 국제공항, 뉴욕주립대 

폴리테크닉 대학교 - 유티카 및 존스 비치, 7 월 19 일 운영 중단 예정  

   

7 월 14 일 수요일부터 뉴욕주 박람회장 백신 접종 장소 이전  

   

주정부는 백신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지역 보건부와 의료제공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계속 협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속적인 축소의 일환으로 4 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국지적 예방 접종 

노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가 코로나 19 (COVID-19)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허용한 이정표 달성에 따른 축소의 일환으로, 더 콘퍼런스 & 에번트 센터 

나이아가라폴스, 플랫스버그 국제공항, 뉴욕주립대 폴리테크닉 대학교 - 유티카 및 존스 

비치에 있는 백신 접종 장소가 7 월 19 일 월요일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박람회장에 위치한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엑스포 센터에서 예술의 

전당(Arts & Home Center)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7 월 14 일 수요일부터 

유효합니다.   

   

백신접종 수요와 다른 백신접종지와의 근접성 및 기타 지역별 노력에 기초하여 전략적 

규모 축소의 일환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 많은 추가적 접종장소가 해산될 예정입니다. 

이 전환은 백신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자원을 집중할 주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 우리의 백신 접종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회를 계속 대상으로 삼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의 축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람들의 팔에 더 많은 

주사를 접종하고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ass-vaccination-sites-begin-downscaling


뉴욕 주민들은 계속해서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툴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고 

주가 운영하는 대규모 백신접종 장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영 중인 모든 장소는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약 없이 바로 

백신접종을 해드립니다.  

   

코로나 19 백신 현황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과 우편번호별 백신접종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 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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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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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