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1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첫 번째 백신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주 11개 지역사회 기반의 팝업 예방 접종소 발표  

  

이러한 접종소는 이번주 3,100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백신 공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에서는 약 30,000명의 뉴욕 주민 대상 백신의 1차 접종 

가능  

  

예방 접종은 예약자에 한해 실시하며, 예약은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접종 대상 뉴욕 주민를 파악하는 호스트 사이트 또는 파트너 제공업체에서 

직접 접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민센터, 공공 주택단지와 문화센터 등 11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진료소에서 매주 3,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주 더 많은 접종소가 

온라인으로 추가될 것입니다. 1월 15일부터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에서는 약 

30,000명의 뉴욕 주민들이 1차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팝업 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이 진료소들은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에 재설치될 

예정입니다.  

  

연방의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들이 입주해 있는 33개의 

뉴욕시 주택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지역에 이러한 진료소를 계속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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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슬픈 진실은 코로나로 인해 앵글로색슨 지역사회보다 기타 

지역사회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에서 백신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종소를 계속 건설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및 단계와 직접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방접종 진료소의 설립은 이 예방접종 키트의 배포와 여러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예약은 접종소 또는 파트너 서비스 

제공업자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지도자 및 각종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 예방 접종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설립되는 

11개의 진료소의 위치는 아래의 주소에 있습니다.  

  

퀸즈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Korean Community Services)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2월 11일 목요일 및 2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뉴욕시 주택관리청 셀튼 하우스(NYCHA Shelton Houses)  

89-09 162nd Street  
Jamaica, NY  

2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시크 컬처럴 소사이어티(Sikh Cultural Society)  

95-30 118th Street  
South Richmond, NY  

2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맨해튼  

  

컨퓨시어스 플라자 커뮤니티 센터(Confucius Plaza Community Center)  

33 Bowery Street  
New York, NY  

2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Hamilton Madison House)/뉴욕시 주택관리청 스미스 

하우스(NYCHA Smith Houses)  

50 Madison Street  
New York, NY  

2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뉴욕시 주택관리청 마샬 플라자(NYCHA Marshall Plaza)  

1970 Amsterdam Avenue  
New York, NY  

2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뉴욕시 주택관리청 바루시 하우스(NYCHA Baruch Houses)/그랜드 스트리트 

세틀먼트(Grand Street Settlement)  

80 Pitt Street  
New York, NY  

2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30분  

  

롱아일랜드  

  

제럴드 라이언 아웃리치 센터(Gerald Ryan Outreach Center)  

1434 Straight Path  
Wyandanch, NY  

2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매그놀리아 센터(Magnolia Center)  

700 Magnolia Blvd  
Long Beach, NY  

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허드슨 밸리  

  

피플스 플레이스(People's Place)  

17 St. James Street  
Kingston, NY  

2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MLK 커뮤니티 센터(MLK Community Center)  

110 Bethune Blvd  
Spring Valley, NY  

2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또한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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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장벽을 허물고 뉴욕주 전역에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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