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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예방 접종에 대한 공평한 접근 확대를 목표로 뉴욕에 연방재난관리청 

및 주의 협력 백신 접종소를 4개 추가 개설할 것을 발표  

  

Cuomo 및 Biden 행정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시 외부에 위치한 접종소는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함  

  

접종소는 버펄로, 로체스터, 올버니, 용커스에 설치되며, 3월 첫째 주에 개장하여 각각 

하루에 1,000명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다음 주부터 뉴욕 주민 3,000명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할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즈 

칼리지, 퀸즈의 요크 컬리지의 유사한 접종소 발표에 따름  

  

접종소는 백신의 공평한 배포를 위한 국가 모델의 역할을 수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버펄로, 로체스터, 올버니 및 용커스에 

추가로 네 개의 지역사회 기반 예방 접종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이 네 개의 주요 예방 접종소는 3월 첫 주부터 매일 약 1,000명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예약은 초기에 해당 접종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예약됩니다. 이러한 접종소의 설치는 2월 10일 수요일에 Cuomo 주지사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인 Jeffrey Zients와 백악관 코로나19 보건 공정성 

태스크포스(White House COVID-19 Health Equity Task Force) 의장 Marcella Nunez-

Smith 박사와 합류해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및 

퀸즈의 요크 칼리지(York College)의 유사한 접종소를 발표한 시기의 발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연방재난관리청 및 질병 예방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의 백신 접근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되었습니다. 이 접종소들은 코로나19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백신에 대한 의심과 예방 접종 비율이 주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 접종소는 뉴욕주와 Biden 행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리더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람들이 신뢰하는 환경에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biden-administration-announce-mass-vaccination-sites-open-new-york-state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지방정부에 

예방 접종 관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에 대량 예방 

접종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뉴욕은 코로나바이러스 가염증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평한 예방 접종 

접근성을 우선하였습니다. 우리는 뉴욕시 외부의 사회적으로 취약하며 확진율이 높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에 4개의 새로운 예방 접종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소는 매일 1,000 회 백신을 투여하여 연장된 시간으로 운영되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백신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공정하게 접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설립되고 있는 4개의 접종소의 위치는 아래의 주소에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 버펄로  

델레반 그라이더 커뮤니티 센터(Deleavan Grider Community Center)  

877 E. Delavan Ave.  
Buffalo, NY 14215  
  

로체스터(먼로 카운티)  

애비뉴 E(Ave E)의 전 코닥 호크아이(Former Kodak Hawkeye) 주차장  

1345 St Paul Street  
Rochester New York, 14621  
  

올버니(올버니 카운티)  

워싱턴 카운티 애비뉴(Washington Ave.) 아머리(Armory)  

195 Washington Ave.  
Albany, NY 12210  
  

용커스(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욕주 방위군 아머리(New York National Guard Armory)  

2 Quincy Place  
Yonkers, NY 10701  
  

접종소는 현재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뉴욕주 협력 접종소의 예약은 

초기에 접종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예약되며, 지역사회 참여 노력은 

지역사회 회원들이 예약을 잡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일정, 개관일 및 운영 

시간은 며칠 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이 나라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지만,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하면서 특히 가난한 지역사회와 유색 인종 지역사회들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백신 배포가 시작된 이래로, 특히 흑인 지역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수의 필수 근로자가 

유색인종 지역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뉴욕 주민들은 그들 직업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접근성을 높여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및 기타 연방 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진료소는 

연방 의료진 및 비의료진, 계약업체가 주 방위군, 뉴욕주, 현지의 리더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함께 설립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접종소의 위치는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2지역 책임자 David Maursta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걸친 이러한 네 개의 추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지역사회 예방 

접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불공평을 다루고 예방하며 팬데믹에 대한 공정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주 및 지역정부 정부의 일부입니다. 취약하며 소외된 인구가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백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예방 접종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들이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경제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 보호 장비 및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Joe Morelle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미국인들에게 빨리 접종할수록 더 빨리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량 예방 접종소는 이러한 보건 위기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의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예방 접종 과정을 가속하고 미국 국민들이 당연한 구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Jamaal Bowman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팀이 주지사와 

협력하여 담당 지역구에 대량 예방 접종소를 설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예방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는 코로너19 발병의 원래 진원지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괴적인 영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흑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에도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카운티 전체에서 10만 명당 89명이 

사망한 데 비해, 10만 명의 흑인 거주자 중 17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롱크스는 3,726명의 

노인들 중 3,726명이 사망해 가장 높은 사망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많은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Biden 대통령이 세인트 폴 불라바드(St. Paul Boulevard)에 있는 전 이스트만 코닥 

호크아이 공장에 이 대량 코로나19 지역사회 예방 접종소를 건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흑인과 라틴계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균형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히 예방 접종 노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도달하기 어려운 개인과 이웃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공급이 증가하는 동안 주 및 연방 파트너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커스의 대량 예방 접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소외된 지역사회는 국가, 주 및 

카운티를 황폐화시킨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피해를 겪은 같은 주민들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가 웨스트체스터에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사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Biden 행정부와 함께, 주정부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접종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불평등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접종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량 

예방 접종소는 진정한 터널 끝의 빛입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치입니다. 우리가 흑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 접종을 늘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백신 공급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주신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취약한 지역사회에 이동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당사의 

파트너십은 성공적이었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올버니 시내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량 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형평성을 달성하고 더 많은 예방접종을 더 빨리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용커스의 아머리에 위치한 이 새로운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이트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원하고 뉴욕주가 관리하며, 제가 강력하게 옹호하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증된 용커스와 마운트 버넌 주민에게만 접종을 

제공함으로써 더 공정한 지역 예방 접종 전략을 보장할 것이며, 하루 접종 가능량은 

1,000회입니다. 이러한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Biden 행정부가 

뉴욕 전역에 4개의 지역사회 기반 대량 예방 접종소를 추가로 설립한 것을 칭찬합니다. 

올버니 아머리의 예방 접종소에서는 하루에 1,000회의 백신을 배포하여 도시의 

심장부에서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팬데믹의 종말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Jeremy Coon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6번 상원 지역구의 이 새로운 

백신 접종소와 연방 용량 할당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급량을 이용할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신 Cuomo 주지사와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로체스터 주민에게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배포할 때에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보건 

격차와 싸우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뉴욕 전역의 많은 유색인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영향이 확대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인구에 대해 백신 분포를 우선해야 합니다. 뉴욕이 이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의 가장 큰 도시인 

용커스 다운타운의 주 방위군 아머리에서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새로운 접종소는 바이러스를 물리 치고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하루에 1,000회 백신을 투여할 계획인 이 새로운 접종소의 

위치를 용커스로 선택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희 

사무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예약을 찾는 데 지친 구성원들의 좌절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종소를 추가하면 백신에 대한 현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로체스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닥 호크아이 대량 예방 접종소(Kodak Hawkeye Mass Vax)를 

추가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라틴계 및 흑인 가족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이 이웃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주지사의 결정은 예방 접종이 공정한 

방식으로 배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부합합니다. 호크아이 접종소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족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고 예약을 잡을 자격을 갖게됨에 따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예방 접종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접종을 하는 열쇠입니다. 주도 지역과 

뉴욕주 전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워싱턴 애비뉴 아머리가 대량 예방 접종소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뉴스입니다. Cuomo 주지사, 연방재난관리청, Biden 

행정부가 이 새로운 접종소를 열고, 특히 흑인 지역사회가 뉴욕의 백신 접종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칭찬합니다."  

  

John T. McDonald II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대중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적 불공정이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뉴욕주 및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가난한 지역사회는 감염률이 

훨씬 높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종소들은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J. Gary Pretlow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 예방 접종소는 주정부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모든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하려는 목표를 

지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친 이러한 새로운 접종소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취약한 인구를 위해 이러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작부터 우리 주 전역에 백신을 전달하는 주요 

사업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ader Sayeg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커스 주민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 지역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용커스의 주 방위군 아머리 건물에서 매일 1,000회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다는 

발표는 우리가 희망하고 기도한 소식이며, 모든 동료 용커스 주민께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시에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와 Joe Biden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시의 Kathy Sheeha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우선 순위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며, 셰리던 할로우, 다운타운 

올버니 및 웨스트 힐 지역의 관문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이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천 개의 추가 백신을 공평하게 제공해 주신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용커스 시의 Mike Span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직접 절달하는 것의 긴급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소와 Biden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용커스의 예방 접종 허브가 

필요했습니다. 백신과 적절한 보건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용커스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Lovely Warren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북동부에 대량 예방 

접종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며 환영할 만한 진전입니다. 공평성을 향한 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소외된 인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주지사와 그의 팀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과정의 초창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Marc 

Morial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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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Cuomo 주지사와 Biden 행정부는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와 

퀸즈의 요크 칼리지에 두 지역사회 기반 대량 예방 접종 사이트가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접종소는 다음 주부터 매일 약 3,000명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뉴욕은 또한 뉴욕시,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SOMOS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뉴욕 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양키 스타디움의 대규모 

백신 접종소 설립을 주도했는데, 이는 특히 브롱크스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롱크스는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양성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구가 

'헬스케어 사막'으로 불릴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욕은 전통적으로 의료 지원이 부족한 교회, 커뮤니티 센터 및 공공 주택 단지에 

90개 이상의 임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립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이러한 접종소에서는 약 43,000명의 뉴욕 주민들이 1차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소는 첫 번째 백신 접종 이후 3주 후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다시 

개관됩니다.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가 입주해있는 33개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단지 

전부에 팝업 접종소를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Vaccine Equity Task Force)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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