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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장로교와 함께 워싱턴 하이츠에 새로운 코로나 19 백신 접종소 

설치 발표  

  

포트 워싱턴 아머리 접종소는 사전 예약을 한 65세 이상 뉴욕 주민 접종 실시  

  

웨일 코넬 메디슨 및 컬럼비아대학교 어빙 메디컬 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예방 접종소 설치  

  

다음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 뉴욕-장로교 커넥트 온라인 환자 포털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 장로교(NewYork-Presbyterian)는 오늘 워싱턴 

하이츠의 포트 워싱턴 아머리(Fort Washington Armory)에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9번가 코너의 포트 워싱턴 

애비뉴 216에 위치한 접종소는 웨일 코넬 메디슨(Weill Cornell Medicine) 및 컬럼비아 

대학교 어빙 메디컬 센터(Columbia University Irving Medical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설치할 수 있었으며, 1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 65세 이상 고령 뉴욕 주민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뉴욕주는 주로 연방 정부로부터 제한적인 양의 백신을 공급받습니다. 연방 지침에 따라 

뉴욕주에는 현재 7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가 있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매주 약 300,000회 접종분만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접종 가능 백신 수는 

포트 워싱턴 아머리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의 공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 및 의료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불공정을 드러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또한 불공정에 대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병원 중 하나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여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 관련 노력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백인이 아닌 뉴욕 주민도 충분한 기회를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의 대표 겸 최고경양자인 Steven J. Corwi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비극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약 

https://www.myconnectnyc.org/MyChart/Authentication/Login?


1년이 지냈고, 우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트 워싱턴 아머리 접종소의 접종 예약을 하기 위해, 뉴욕 장로교 병원의 65세 이상 

환자는 컬럼비아닥터스(ColumbiaDoctors), 웨일 코넬 메디슨(Weill Cornell Medicine), 

뉴욕 장로교(NewYork-Presbyterian)의 커넥트(Connect) 온라인 환자 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 또는 컬럼비아닥터스, 웨일 코넬 

메디슨, 뉴욕 장로교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VaccineTogetherNY.org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아머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접근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 접종소에는 스페인어 및 

영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약을 마친 65세 이상의 뉴욕 주민은 A 및 C 열차를 

통해 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및 C 열차의 정류은 브로드웨이(Broadway)와 

168번가(168th Street)입니다.  

  

포트 워싱턴 아머리 예방 접종소의 설치는 Cuomo 주지사가 주도한 백신 접종소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하며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우선 순위 의료진 

접종률을 촉진하고 신규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뉴욕은 

제이콥 케이 자비츠 센터(Jacob K. Javits Center),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Westchester County Center), 뉴욕주 박람회 엑스포 센터(New York State Fair 

Expo Center), 존스 비치(Jones Beach) 등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 네 곳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SUNY Albany)가 1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15곳의 추가 접종소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접종소는 코로나 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더욱 강화합니다. 2020년 말, 주지사는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설치를 발표했으며, 이 태스크포스는 Rossana 

Rosado 주무장관, Letitia James 법무장관, Marc Morial 전국 도시 연합(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합니다. 출범 이후, 이 태스크포스는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시설 접근성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워싱턴 하이츠에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 이유이며, 옳은 조치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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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뉴욕 장로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접종소는 백신 접종을 

적시에 시행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의장인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소외된 지역사회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 입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벽을 줄이고 코로나 19 백신의 

공평한 배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 병원의 이 예방 접종소는 

모든 뉴욕 주민의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지역 백신 네트워크의 일환입니다."  

  

Robert Jacks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장로교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노던 맨해튼까지 백신 

클리닉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우드와 워싱턴 하이츠 등 감염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접종소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저의 지역구에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했던 백신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지사 사무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l Taylo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할렘과 워싱턴 하이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규모 예방 접종소는 노던 맨해튼 주민들에게 공정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입니다. 저는 적시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 장로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이 계속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파트너드로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Ydanis Rodrigue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노던 맨해튼은 맨하탄 자치구에서 

코로나 19 감염률이 가장 높습니다. 워싱턴 하이츠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머리에 예방 

접종소 설치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머리에 백신 접종소 설치를 위해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 장로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노던 맨해튼에 설치될 많은 

예방 접종소 중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전화 및 다양한 언어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우선 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 주, 연방 차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은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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