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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0개의 새로운 주 운영 대량 예방 접종 진료소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발표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주도 지역,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및 웨스턴 뉴욕의 

진료소 예약 가능  

  

모든 진료소는 3월 19일 금요일에 열리며, 진료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적격 뉴욕 주민은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 웹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핫라인(1-833-NYS-4-VAX)을 이용해 예약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10개의 새로운 주 운영 대량 예방 접종 

진료소에서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 사이트는 모두 3월 19일 

금요일에 열리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각 진료소 모두 연방 

정부의 공급에 따라 매일 1천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주도 지역, 서던 티어, 모호크 밸리 및 웨스턴 뉴욕 

지역에 위치한 진료소는 오늘 예약할 수 있으며, 이전 월요일에 주지사가 발표한 

롱아일랜드의 새로운 예방 접종 진료소 개설 발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진료소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더 많은 진료소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다음의 공급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주 

전역에 위치한 이 진료소들은 주민과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물리치고 정상을 회복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아직 할 일이 더 많았지만, 주정부는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경제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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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진료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hree-additional-mass-vaccination-sites-open-long-island-week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LONG ISLAND  
Stony Brook - Southampton  
SUNY Stony Brook Southampton Campus  
70 Tuckahoe Road  
Southampton, NY  
  
Suffolk CCC - Brentwood  
Suffolk Federal Credit Union Arena  
1001 Crooked Hill Road  
Brentwood, NY  
  
SUNY Old Westbury  
Clark Center - Gate C  
Store Hill Road and Cherry Road  
Old Westbury, NY  
  
NEW YORK CITY  
Bronx - Bay Eden Senior Center  
Bay Eden Senior Center  
1220 East 229th St.  
Bronx, NY  
  
HUDSON VALLEY  
SUNY Orange  
Diana Physical Education Center  
9 East Conkling Ave.  
Middletown, NY  
  
Ulster Fairgrounds in New Paltz  
Ulster County Fairgrounds  
249 Libertyville Road  
New Paltz, NY  
  
CAPITAL REGION  
Queensbury Aviation Mall - Sears  
578 Aviation Road  
Queensbury, NY  
  
MOHAWK VALLEY  
SUNY Oneonta  
Alumni Fieldhouse  
108 Ravine Parkway  
Oneonta, NY  
  
WESTERN NEW YORK  



 

 

The Conference and Events Center - Niagara Falls  
101 Old Falls St.  
Niagara Falls, NY  
  
SOUTHERN TIER  
SUNY Corning Community College  
Gymnasium and Wellness Education Center  
1 Academic Drive  
Corning, NY  
  

이 10개 접종소의 추가 설립은 뉴욕의 방대한 백신 유통망을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뉴욕은 이전에 13개의 주 운영 대규모 백신 진료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지사의 지시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이 백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진료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주-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공동 지역사회 기반 백신 접종소,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 대규모 백신 접종소, 그리고 공공 주택 개발, 교회 및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145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접종소가 포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fa4b16c-603f8853-3fa64859-000babda0031-a97371e1906e5303&q=1&e=8e31fefd-4adc-4fcd-96e0-8e5333fcea1d&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6208B84D690B73A98525869B004F47F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