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8,5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다음 주 18개
지역사회 기반의 팝업 백신 접종 진료소 발표

공정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강화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에서 69,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 대상으로 백신의 1차
접종 가능
진료소 및 파트너 제공업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적격 뉴욕 주민을 파악 및 예방 접종 예약 일정 수립
예방 접종은 예약자에 한해 가능하며 당일 방문 불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예배당, 주민 센터, 모임 공간 및 현지 사업체 등
18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에서 일주일 동안 8,500명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5일 이후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 180곳에서는 69,0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이전 팝업 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이 진료소들은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에 재설치됩니다. 예방 접종은 예약자에 한해
가능하며 당일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이 백신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주 전역에 지역사회 기반 팝업 진료소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소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지역사회에 도달하고 백신에 대한
회의론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백신 분배를 더욱 공평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지도자 및 단체와의 협력은 각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백신 접종소의 설립은 여러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진료소 및 파트너 제공업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다음 주에 설립되는 18개 진료소의 위치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스탈링 다이그노스틱스(Starling Diagnostics)
1480 East Avenue
Bronx, NY
운영시간: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유나이티드 팰리스(United Palace)
4140 Broadway
New York, NY
운영시간: 4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메모리얼 침례교회(Memorial Baptist Church)
141 W 115th Street
New York, NY
운영시간: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알바니아 이슬람 문화 센터(Albanian Islamic Cultural Center)
307 Victory Blvd
Staten Island, NY
운영시간: 4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에반젤리컬 크루세이드 사람을 낚는 어부교회(Evangelical Crusade of Fishers of
Men Church)
557 E 31st Street
Brooklyn, NY
운영시간: 4월 8일 목요일부터 4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롱아일랜드
패초그 기독교 청년회(Patchogue YMCA)
255 W. Main Street
Patchogue, NY
운영시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4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그레이트넥 베스 엘 사원(Temple Beth El of Great Neck)
5 Old Mill Road
Great Neck, NY
운영시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케초그 부족국가(Unkechaug Tribal Nation)
151 Poospatuck Lane
Mastic, NY
운영시간: 4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오후 6시

허드슨 밸리
뉴로셸 공립도서관(New Rochelle Public Library)
1 Library Plaza
New Rochelle, NY
운영시간: 4월 1일 목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그린버그 네이버후드 헬스센터(Greenburgh Neighborhood Health Center)
295 Knollwood Road
Greenburgh, NY
운영시간: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센트럴뉴욕
보이즈 앤 걸즈 클럽 해밀턴 스트리트(Boys and Girls Club Hamilton Street)
201 Hamilton Street
Syracuse, NY
운영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대학교 의료 센터(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601 Elmwood Avenue
Rochester, NY
운영시간: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 진료소는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오크 오차드 커뮤니티 헬스 센터(Oak Orchard Community Health Center)
300 West Avenue
Brockport, NY
운영시간: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 진료소는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파더 트레이시 보호 센터(Father Tracy Advocacy Center)
821 N. Clinton Avenue
Rochester, NY
운영시간: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 진료소는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세인트 조세프 센터(St. Joseph Center)
417 South Avenue
Rochester, NY
운영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본 진료소는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필그림 침례교회(Pilgrim Baptist Church)
665 Michigan Avenue
Buffalo, NY
운영시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본 진료소는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네이티브 프라이드 트래블 플라자(Native Pride Travel Plaza)
11359 Southwestern Blvd.
Irving, NY
운영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고완다 파이어 홀(Gowanda Fire Hall)
230 Aldrich Street
Gowanda, NY
운영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의 지속적인 설치는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2020년 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Marc Morial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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