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의 교회와 문화 센터 등에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 8개 배치 발표  

  

아비시니안 침례교회 맨하탄 접종소는 1월 17일부터, 기타 접종소는 1월 18일 

월요일부터 운영 시작  

  

전통적인 보건 기관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침을 진행  

  

아비시니안 침례교회 접종소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에 위치한 교회와 

문화 센터에 8개의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접종 장소는 

전통적인 의료 기관의 서비스가 부족한 저소득 및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배포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어제는 아비시니안 

침례교회(Abyssinian Baptist Church)에서 맨해튼 접종소가 문을 열었으며, 나머지 

장소들은 오늘 1월 18일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아비시니안 침례교회에서 목사인 Calvin 

O. Butts 3세 박사가 처음으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소에는 접종 대상자인 모든 

뉴욕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팝업식 

예방 접종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약 없이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은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와 다수의 접종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 연방이 제공하는 백신 

공급량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뉴욕에는 700만 명 이상의 접종 대상자가 있으나, 

이번주 연방 정부의 공급량은 250,000회 접종분뿐 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제한된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정부는 신속하게 주 전역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여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이 

가능한 한 빠르고 공정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 

접종을 시작한 첫 날부터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유색 인종 및 저소득층 

인구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와 문화 기관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며, 이 8개 접종소는 연방 정부의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 

상황 아래에서도 더욱 많은 수의 접종 대상자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7929557638


 

 

  

접종소 8개의 설치는 소모스(SOMOS)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8개 접종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7일 운영 시작  

• 맨해튼 (Manhattan): 아비시니안 침례교회, 132 W 138th St., New York, NY 

10030  

  

1월 18일 운영 시작  

•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 센터(Christian Cultural Center), 12020 Flatlands Ave., 

Brooklyn, 11207  

• 브롱크스: 커뮤니티 개신 교회(Community Protestant Church) 1659 E Gun Hill 

Rd, The Bronx, NY 10469  

• 퀸즈: 퀸즈 침례교회(Queens Baptist Church), 93-23 217th St., Queens Village, 

NY 1142  

• 나소 카운티: 그레이스 카테드랄 인터네셔널(Grace Cathedral International), 886 

Jerusalem Ave., Uniondale NY, 11554.  

• 서퍽 카운티: 프레이어 타버나클 코직(Prayer Tabernacle COGIC), 3550 Great 

Neck Rd., Amityville, NY 11701  

• 스태튼 아일랜드 (Staten Island): 마운틴 시나이 지역사회 번영 센터(Mt. Sinai 

Center for Community Enrichment), 382 Jersey St., Staten Island, NY 10301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칼버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 188 

Orawaupum St., White Plains, NY 10606  

  

소모소의 지역사회 대표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1차 

유행기를 비롯하여 지난 일 년간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저소득 유색인종 지역사회 

치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저희 네트워크는 미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양질의 

예방적 보건이라는 전국적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델은 문화적 역량,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 역량 등을 기반으로 의료 부분의 사회적 격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관련하여 불신과 공급 부족, 

긴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 전국적 모델은 뉴욕과 전국의 유사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같은 주정부 및 

시정부 수준의 지원, Butts 목사 등 정신적 지도사의 협력, Ruth Hassell Thompson 등 

지역사회 지도자의 지원은 물론, 백신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저희 네크워크는 한 달만에 

고위험군 뉴욕 주민 100만 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들은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절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뉴욕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족 주치의는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것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 

공급을 받아야 뉴욕 주민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는 긴박한 필요와 함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있는 네트워크의 



 

 

능력을 이해합니다. 저희 네트워크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이웃을 치료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Michael Dowling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웰은 오늘 유니언데일의 그레이스 카테드랄 인터네셔널과 아미티빌의 

타버나클 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이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주 전역에 설립한 보건 

공정 태스크포스(Health Equity Task Forces)의 일환으로, 노스웰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백신의 가용성,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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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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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포스는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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