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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브루클린(BROOKLYN) 및 브롱크스(BRONX) 지하철역에서 MTA와 

협력하여 두 개의 새로운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 발표  

  
신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고 9월 29일 수요일부터 워크인(Walk-

In)을 허용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분기점과 E. 180 St 지하철역 부지.  

  
5월 12일 프로그램 시작 후 MTA 임시 사이트에서 34,345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음  

  
MTA 사이트에서 백신을 1회 접종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 7일 MetroCard 또는 왕복 

LIRR 또는 Metro-North 티켓을 받을 수 있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과 협력하여 두 곳의 새로운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브로드웨이 분기점과 E. 180 St 지하철역에 위치하며, 

전략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할 것입니다. MTA 역 정류장에 임시 

사이트를 제공한 성공적인 프로그램(5월 12일 발족)은 처음에는 New York City 

Transit, Long Island Rail Road 및 Metro-North Railroad의 8개 역에서 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Johnson & Johnson 1회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34,345명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정하지 않고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7일 무료 MetroCard나 무료 왕복 LIRR 

또는 Metro-North 티켓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6월 17일, 이 프로그램은 

미드타운(Midtown) 교통의 중심지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과 펜 역(Penn Station)에서 연장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MTA 시스템의 승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역 정류장의 임시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신을 

여전히 접종해야 하고 이 정거장들 중 하나를 지나고 있다면, 잠깐 들러 1회 백신을 

접종하고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활하고,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브로드웨이 분기점과 E. 180 St.에 있는 새로운 사이트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두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브루클린(Brooklyn) 

브로드웨이 분기점 역은 A-C-L-J-Z 지하철 노선이 지나며, 브루클린(Brooklyn)과 

퀸즈(Queens) 주민들은 이 새로운 부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브롱크스(Bronx) E. 180 St 역은 2~5개 접종 라인을 운영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E. 180 St.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브로드웨이 분기점 

부지는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에 개장됩니다.  

  

펜 역(Penn Station)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에 있는 두 곳의 

기존 부지는 9월 28일 화요일까지 운영되며, 그 다음 날 브로드웨이 분기점과 E. 180 

St.로 자원이 이전됩니다.  

  

MTA 회장 대행 겸 최고경영자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것은 뉴욕의 회복이 정상 궤도에 머무르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3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내에서 더 

분주한 두 곳에 임시 사이트를 배치함으로써, 백신을 접종할 시간을 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뉴욕 시민들이 즉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주는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여 백신 보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MTA 수석 안전 책임자인 Patrick Warr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하철에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기대합니다."  

  

MTA는 사이트의 가용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홍보하기 위해 MTA 역, 열차 탑승 및 버스의 

12,000개 스크린에 디지털 메시지를 계속 제공합니다. 홍보 콘텐츠는 MTA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300만 명의 팔로워에게 제공되며, 교통 흐름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길찾기 표지판은 역 임시 장소에 게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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