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존슨 및 존슨 백신의 선착순 접종 노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단기 대규모 

접종소 세 곳 운영 발표  

  

더치스, 제네시,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에 위치한 저종소는 3월 5일 금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각 접종소는 존슨 앤 존슨 백신 3,500개 접종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은 현재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핫라인 1-833-NYS-4-VAX(1-833-697-4829) 번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 

가능  

  

뉴욕주는 금주 존슨 앤 존슨 앤 존슨 백신 약 164,800회 분량 수령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신규 백신인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단기 대규모 접종소 세 곳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백신 할당량은 이미 운송 완료되었으며, 주 전역의 추가 접종소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더치스 카운티 포킵시의 마리스트 

칼리지(Marist College), 제네시 카운티 바타비아의 뉴욕 주립 대학교 제네시(SUNY 

Genesee),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올린의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amestown 

Community College)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금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주민들이 추가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주 각지에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각 접종소에서는 3,500개의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접종합니다. 뉴욕은 이러한 

접종소를 운영하기 위해 현지 의료 제공업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슨 앤 존스 백신 승인으로 인해 모든 뉴욕 

주민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초기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곳의 신규 접종소는 뉴욕주의 중요한 지역에 대규모로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보관 및 접종이 용이하여 주 전역에서 접종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신규 접종소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은 현재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핫라인(COVID-19 Vaccination Hotline) 1-833-NYS-4-

VAX(1-833-697-4829) 번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 있습니다.  

  
Marist College  
51 Fulton Street     
Poughkeepsie, NY 12601  
  

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월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화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수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뉴욕 주립 대학교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SUNY Genesee Community College)    

1 College Rd        
Batavia, NY 14020  
  

금요일: 오후 12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월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화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amestown Community College) - 올린 캠퍼스(Olean 

Campus)  
260 North Union Street      
Olean, NY 14760  
  

금요일: 오후 12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월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화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뉴욕은 이번 주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약 164,800회분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새로운 백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의 다른 사이트로 조정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3월 2일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및 뉴욕 주립 박람회 대규모 백신 접종소(New York State Fair Mass 

Vaccination Sites)에서 하룻밤 동안 접종 대상 뉴욕 주민들에게 존슨 앤 존슨의 일회용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책위원회(White House COVID-19 Task Force)와의 논의 이후, 뉴욕은 다음 

주 할당이 지연될 것으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최대한 빨리 배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세 

곳의 각 접종소에서 수천 건의 새로운 접종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카운티, 약국 및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도 이번 주에 존슨 앤 존슨 백신 

할당을 받게 됩니다.  

  

3월 1일 주지사는 이 시범 프로그램의 수립은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Clinical Advisory Task Force)가 뉴욕주에서 존슨 앤 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만장일치로 사용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자문 위원회의 긴급 승인 권고안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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