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월 1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백신 공급 과정의 공정성 및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의 공급 확대 발표  

  

접종 대상 고령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33개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 공사 

모두에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 공급  

  

지역사회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공공 주택 단지와 300개 이상의 교회로 확대  

  

1,000명 이상의 고령자에게 1차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토요일 NYCHA 네 곳에 키트 

공급, 또한 약 4,000명의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위해 교회에 8개의 예방 접종 키트 공급  

  

지난 주 약 1,200명의 NYCHA 고령자 주민을 비롯해 교회 부지에서 약 4,000명의 접종 

대상자에게 성공적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한 이후 후속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백신 공급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 공급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뉴욕은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고령자 주택 개발지 

다섯 곳을 비롯해 교회 및 문화 센터 여덟 곳에 키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4,200명의 고령자 및 접종 대상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받았습니다. 키트는 이제 NYCHA 부지 추가 네 곳 접종소와 기타 교회 8곳로 

재공급되며, 오늘의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화요일까지 고령자 및 접종 대상 뉴욕 주민 총 3,000명이 추가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에 설립된 팝업 접종소와 마찬가지로, 이 접종소는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에 재설치됩니다.  

  

이번 주말 공급 및 연방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수용하고 있는 33개의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사업 

부지에 팝업 접종소를 설립할 때까지 이러한 키트 공급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의 낮은 파도라고 부릅니다. 셜리 크리스홀름 



 

 

공원(Shirley Chisholm Park)에서 해안의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낮은 파도는 바닥의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작년 인종주의, 차별, 

불평등 등 미국의 낮은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가 앵글로색슨 지역사회보다 높은 속도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이 백신 공급에서 공정 및 공평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전 행정부의 행적을 감안할 때 백신 회의론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바로 이것때문에 뉴욕은 자체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것입니다."  

  

네 곳의 NYCHA 접종소 설치는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는 예약 일정 관리를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예약을 한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에 운영을 시작하는 접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롱크스  

렌달 애비뉴-발콤 애비뉴 주거지(Randall Avenue-Balcom Avenue Housing)  

2705 Schley Avenue  
Bronx, NY 10465  
  

유니언 애비뉴-이스트 163 스트리트 주거지(Union Avenue-East 163 Street Housing)  

950 Union Avenue  
Bronx, NY 10459  

  

브루클린  

William Reid Apartments  
720 East New York Avenue  
Brooklyn, NY 11203  
  

반달리아 애비뉴 주거지(Vandalia Avenue Housing)  

17 Vandalia Avenue  
Brooklyn, NY, 11239  
  

이번 주말 다음 지역에 위치한 교회 부지에서 여덟 곳의 접종소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버니  

스위트 필그림 침례교회(Sweet Pilgrim Baptist Church)  

24 Ten Broeck St.  
Albany NY 12210  

시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의료 파트너십: 휘트니 엠 영 주니어 헬스 센터(Whitney M. Young Jr. Health Center)  

  



 

 

시러큐스  

피플스 에이엠이 자이온 교회(People's AME Zion Church)  

2306 S Salina St.  
Syracuse, NY 13205  

시간: 1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4시 

의료 파트너십: 오논다가 카운티  

  

로체스터  

마운틴 올리벳 침례교회(Mt. Olivet Baptist Church)  

141 Adams St  
Rochester, NY 14606  

시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의료 파트너십: 먼로 카운티  

  

버펄로  

세인트 존 침례교회(St. John Baptist Church)  

184 Goodell St  
Buffalo NY 14204  

시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의료 파트너십: 버펄로 커뮤니티 의료 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of Buffalo)/이리 

카운티 의료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브롱크스  

세인트 루크 성공회(St. Luke's Episcopal Church)  

777 East 222nd St. Bronx, NY 10467  

시간: 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의료 파트너십: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브루클린  

베서니 침례교회(Bethany Baptist Church)  

460 Marcus Garvey Blvd Brooklyn NY 11216  

시간: 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의료 파트너십: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나소  

메모리얼 장로교(Memorial Presbyterian)  

189 Babylon Turnpike #1  
Roosevelt, NY 11552"  

시간: 1월 26일 화요일 오후 2~6시 

의료 파트너십: 노스웰 병원(Northwell Hospital)  

  

서퍽  

세인트 휴 오브 링컨 교회(St. Hugh of Lincoln Church)  



 

 

21 E 9th Stree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시간: 1월 26일 화요일 오후 2~6시 

의료 파트너십: 노스웰 병원  

  

교회 부지에 위치한 접종소 예약은 각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접수받습니다.  

  

Hakeem Jeffri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공평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부 수준에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센트럴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Clarke 하원, 소모스, NYCHA의 임차인 대표를 비롯한 Cuomo 

주지사의 엄청난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Yvette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지역사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이번 백신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고령자과 고위험 

지역사회는 즉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 멈춥시다. 브루클린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예방 접종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중 

유색인종 지역사회 지원에 집중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Community Vaccination Kit)의 공급를 확대하기 

위한 오늘날의 노력은 모든 뉴욕 주민이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NYCHA 시 임차인 위원회(Tenants Group Citywide Council) 회장인 Danny Bar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령자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NYCHA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끔찍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새로운 의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 결실을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는 검사를 더 오래 기다려애 했고, 병에 걸렸으며 코로나19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NYCHA에 거주하는 우리 고령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해주신 주지사의 공평 태스크포스에 감사드립니다. 예방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광범위한 예방 접종 실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학교, 기업 및 

교회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우리는 다시 가족과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모스의 Henry R Muñoz 3세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한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가족 주치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보건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Cuomo 

주지사, Jeffries 하원의원, Clark 하원의원, 공무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의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사회를 지킬 것입니다."  

  

공공주택위원회(Committee on Public Housing) 회장인 Alicka Ampry-Samuel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가장 취약한 계층은 NYCHA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Cuomo 주지사가 필수적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라이드 하우스(Reid Houses)의 고령자들을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고령자들에게 주거지의 고령자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법입니다."  

 

지역사회 백신 키트 공급 확대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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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예방 접종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주정부는 커뮤니티 백신 접종 키트를 개발해 공공 주거 근로자, 교회 및 지역사회 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적절한 장소에 키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키트에는 현장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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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션  

• 사생활 보호용 커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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