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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 주거청 주택 개발에 배포된 첫 5개 지역사회 백신 접종 키트 

발표  

  

전통적인 보건 기관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침을 진행  

  

접종 장소는 자격이 있는 뉴욕시 주거청으로 엄격히 제한, 1-833-SOMOSNY로 전화하여 

예약 가능  

  

주정부는 예약 시 뉴욕 주민이 조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 뉴욕 주민 중 현재 접종 

대상자는 700만명 이상이나, 연방 정부 공급량은 30만/주에 불과  

  

사진은 여기를 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전역의 뉴욕시 주거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주택 개발에 첫 5개의 지역사회 백신 접종 키트가 배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접종 장소는 전통적인 의료 기관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배포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접종 장소는 

엄격하게 자격이 있는 뉴욕시 주거청 주민으로 제한됩니다. 주민들은 주정부의 

협력단체인 소모스(Somos)에 1-833-SOMOSNY로 전화하여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예약 할 때 뉴욕 주민이 조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주정부의 백신 

공급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은 700만 명이 넘지만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공급하는 백신은 주당 

300,000회분에 불과합니다. 연방 정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신속하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예약 일정을 잡으려면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단 하나의 우선순위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 현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백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보건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건 의료 사막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뉴욕시 거주청 주택의 이러한 접종 장소들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뉴욕은 백신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가 나서서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먼 길을 왔고 너무도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7899081326


많은 일을 겪어 마침내 터널 끝의 빛을 바라보고 있으며, 단지 느린 연방 배포 과정으로 

이것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격이 있는 뉴욕시 거주청 주민들이 예약을 잡을 수 있는 다섯 개 접종 장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롱크스  

o West Tremont Avenue-Sedgwick Avenue Area, 200 West Tremont 
Ave., Bronx, NY 10453  

  

• 브루클린  

o Stuyvesant Gardens II, 150 Malcolm X Blvd. Brooklyn, NY 11221  
  

• 이스트 할렘  

o 307 East 116 St., New York, NY 10029  
  

• 퀸즈  

o International Tower 90-20 170 St., Queens, NY 11432  
  

• 스태튼 아일랜드  

o 230 Broad St., Staten Island, NY 10304  

  

SOMOS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사장 Henry Ch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발생한 첫 날부터 소외된 뉴욕 주민에게 공평하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할 것입니다. 즉, 필수 노동자와 여기 코르시 하우스(Corsi 

Houses)에 거주하는 노인을 포함한 취약한 뉴욕 주민을 의미합니다. Rosado 장관과 

Cuomo 주지사님께 저희와 같은 지역사회 의사에게 의존하여 유색인, 특히 위험에 

처하고 노인인 사람들이 위기를 겪지 않게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도시와 소모스와 

같은 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이 팬데믹을 퇴치하고 백신 접종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바탕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코르시 하우스와 같은 장소의 주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한 협력할 것입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회장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소모스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주치의에 의해 가장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헌신했습니다. 즉 환자가 필요한 고품질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진료실에 다시 

돌아도록 환자의 언어, 문화, 경험을 반영하고 신뢰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통 노력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앗아가고 우리의 저소득, 이민자, 유색 지역사회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준 팬데믹을 마침내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도시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 특히 여기 뉴욕시 주거청에 사는 많은 취약한 필수 노동자 및 노인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Rosado 장관과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곳과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가장 잘 하는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건강과 효과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편안함과 신뢰를 제공하는 의료 표준을 

제공합니다."  

  

뉴욕은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 및 의료 사막에서 광범위한 예방 접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백신 접종 키트(Community Vaccination Kit)를 개발하여 공공 주거 근로자, 교회 및 

지역사회 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적절한 장소에 키트를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 키트에는 현장 설치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다음과 같은 중요 소모품 및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무용품  

• 워크스테이션 장비  

• 통신 장비  

• 청소 용품  

• 조명 장비  

•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군중/교통 통제 장비  

• 바이알  

• 주사기  

• 공간 구획  

• 사생활 보호용 커튼  

이 현장을 개통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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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하는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배치는 우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롭게 접종 

대상자가 된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은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의 접종 부담을 나누고 병원의 역량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또한 병원,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Qualified Health Centers), 카운티 보건부, 이동식 센터 및 약국을 

활용하여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1,200개 

이상의 약국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접종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주 약 

400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약국은 65 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병원은 1a 단계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를 예방 접종을 계속하면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has-administered-38000-doses-covid-19-vaccine-highest-total


지역 보건부 및 노동 조합 수준의 노력을 통해 1b 단계에 해당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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