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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예방 접종 장소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발표  

  

제이콥 케이 자비츠 센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 및 뉴욕주립 박람회 엑스포 센터가 

1월 13일 운영 시작  

  

1월 14일 존스 비치 접종소, 1월 15일 SUNY 올버니 운영 시작  

  

뉴욕 주민 중 현재 접종 대상자는 700만명 이상이나, 연방 정부 공급량은 30만/주에 불과  

  

모든 백신은 예약자에 한해 접종, 1차 접종 직후 2차 접종 예약 확정  

  

여기를 클릭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접종 서비스 제공자와 접종 예약  

  

사진은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운영하는 예방 백신 접종소 세 곳이 운영을 

시작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제이콥 케이 자비츠 센터(Jacob K. Javits Cent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Westchester County Center), 뉴욕주 박람회 엑스포 

센터(New York State Fair Expo Center) 등으로 1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예약자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1차 접종 예약을 하기 위해 

뉴욕 주민은 주정부의'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앱을 이용하거나 뉴욕주 백신 

핫라인(New York State Vaccination Hotline) 1-833-NYS-4VAX(1-833-697-4829)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2차 접종 예약은 1차 접종 후 접종소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2차 접종 예약을 온라인으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존스 비치(Jones Beach)와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SUNY Albany)의 접종소도 1월 

14일과 15일 각각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더 많은 예방 접종소 설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백신 공급은 주로 연방 정부가 결정합니다. 현재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700만 명이 넘지만,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공급하는 백신은 주당 300,000개에 

불과합니다. 연방 정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신속하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예약 일정을 잡으려면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십시오.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7874279533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접종소가 문을 열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예약이 신속하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급 문제이며, 연방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공급량은 매우 부족하며 이것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없이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많은 수의 접종 우선 순위 대상자로 인해 연방 정부 백신 

공급량이 매우 부족합습니다. 연방 정부 공급량은 주당 약 300,000회 접종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접종 예약까지 최대 14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롭게 접종 대상자가 된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뉴욕은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의 접종 부담을 나누고 병원의 역량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다섯 곳의 뉴욕주 운영 접종소가 포함되며 

향후 15곳 이상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또한 병원,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Qualified Health Centers), 카운티 보건부, 이동식 센터 및 약국을 

활용하여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1,200개 

이상의 약국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접종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주 약 

400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약국은 65 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병원은 1a 단계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를 예방 접종을 계속하면서, 

지역 보건부 및 노동 조합 수준의 노력을 통해 1b 단계에 해당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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