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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동절부터 매주 MTA 및 뉴욕 항만 당국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  

  

직원들을 위한 MTA 백신 접종 사이트 재개장  

  

주정부 직원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9개의 백신 접종 사이트 개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설에서 일하는 MTA와 항만 당국 직원들은 

노동절부터 매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활용도가 줄면서 폐쇄됐던 직원 전용 백신 접종 사이트는 재개장하고 개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정부 직원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9곳의 백신 접종 사이트가 새로 개설되어 아직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백신을 최대한 

편리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두가 마스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스크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접종 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정부 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첫 번째 단계를 밟았고 모든 MTA 및 항만 당국 직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앞장서고 있지만 지자체, 학교, 공립병원, 심지어 기업도 의무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이 숫자가 빨리 증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이미 이룬 진전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백신 접종 사이트는 다음 위치에 개장됩니다.  

• 워터타운 Dulles State Office Building  

• 시러큐스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 유티카 주정부 사무실 빌딩(Utica State Office Building)  

• Binghamton State Office Building  
• Empire State Plaza Concourse  

• 포크피시의 Eleanor Roosevelt State Office Building  

• 할렘의 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  

• 하우파주의 Duryea State Office Building  

• 힉스빌의 뉴욕주 노동부  

  



 

 

이 요구 사항은 Cuomo 주지사가 7월 28일 기자 회견에서 주정부 직원과 국립병원의 

환자 대면 직원이 노동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TA 회장 대행 및 CEO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는 우리 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백신과 테스트 의무 요구 사항은 

지역의 복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직원들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의 약 70%가 이미 백신을 접종했으며 

그중 일부는 집 근처의 약국 및 기타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단한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우리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해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잘해야 합니다."  

  

NY 항만 당국 및 NJ의 사무 처장인 Rick Cot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항만 당국은 여행자와 직원을 보호하는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정부의 지침을 따랐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항만 당국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주간 시험 프로그램 시행 계획에 대해 모든 항만 당국 노조 지도부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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