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월 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루클린 및 퀸즈 거주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뉴욕주-FEMA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권장  

  

브루클린과 퀸즈의 접종소는 2월 24일 수요일 문을 열 예정이며 접종 대상 뉴욕주민들은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 웹사이트를 통해 브루클린과 퀸즈 주 미국연방 재난관리청 

백신 접종소를 예약하거나 1-833-NYS-4-VAX (1-833-697-4829)에 전화 또는 접종소를 

방문 예약 가능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NYCHA와 지역사회 센터에서 주 FEMA 백신 접종소의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시작 예정  

  

주정부, 브루클린과 퀸즈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 개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브루클린과 퀸즈에 거주하는 접종 대상 뉴욕 주민에게 

수요일에 메드가 에버스(Medgar Evers) 및 요크 대학교(York Colleges)에서 문을 여는 

뉴욕주-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지역사회 기반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을 잡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퀸즈 및 브루클린의 

접종소는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각 접종소에서 매일 3,000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종소를 더욱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 자치구의 뉴욕 주민들을 두 개의 백신 접종소로 

연결합니다. 뉴욕은 또한 두 자치구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 거주 

종교인이 폰뱅킹을 통해 이러한 접종소에서의 예방 접종 예약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전통적으로 의료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은 브루클린과 퀸즈 접종소의 경우 현재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핫라인(COVID-19 

Vaccination Hotline) 1-833-NYS-4-VAX(1-833-697-4829) 번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문이 열리면 접종소를 방문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접수 

시작 후 1주일 동안 해당 접종소 두 곳의 예약은 특별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카운티와 

자치구에 거주하는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위해 우선 배정됩니다. 1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sXwZuufhzgvTr3eUII7qaL-ETkvVD6HJMR9db0mv6kwy6TSNKtTYCAFodHRwczovL2Vjb3dhLmV4ZWMubnkuZ292L293YS9yZWRpci5hc3B4P1JFRj0yNGNkUldQWTdZeFFvYnRZYjMtVjFKUGVPbXNiZDVFNUZfTElOVXFGS0pVRjhlclFzZFBZQ0FGb2RIUndjem92TDJGdExXa3RaV3hwWjJsaWJHVXVZMjkyYVdReE9YWmhZMk5wYm1VdWFHVmhiSFJvTG01NUxtZHZkaTgu#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efforts-expand-access-state-fema-vaccination-sites-brookly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efforts-expand-access-state-fema-vaccination-sites-brookly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efforts-expand-access-state-fema-vaccination-sites-brooklyn


 

 

해당 접종소가 위치한 지역 자치구의 모든 자격 대상 주민들이 접종소에 예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받았던 

지역사회까지 우리의 노력이 닿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종, 

소득 수준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소는 이러한 노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접종 대상 뉴욕 

주민께 가능한 빨리 예약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안전하며 효과적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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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소 위치 및 접종 대상자 우편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클린: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231 Crown Street  
Brooklyn, NY 11225  

운영시간: 2월 24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  

접종 대상자 우편 번호: 11206, 11221, 11216, 11238, 11225, 11213, 11233, 11207, 

11208, 11236, 11212, 11203, 11226, 11210  
  

퀸즈: 요크 칼리지(York College)  

160-2 Liberty Avenue  
Jamaica, NY 11451  

Hours: 2월 24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  

접종 대상자 우편 번호: 11418, 11419, 11420, 11435, 11436, 11439, 11432, 11433, 

11434, 11423, 11412, 11413, 11427, 11428, 11429, 11411, 11422, 11691, 11692, 
1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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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updates-new-yorkers-state-vaccination-progr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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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방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버펄로, 로체스터, 올버니 및 용커스에 네 곳의 추가 

지역사회 기반 접종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곳의 접종소는브루클린과 퀸즈 지역과 

마찬가지로 3월 3일부터 매일 뉴욕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버펄로, 로체스터, 용커스 및 올버니 접종소의 

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및 퀸즈 접종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접종소 네 곳의 

예약은 특별히 백신 접종율이 낮은 카운티와 자치구에 거주하는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위해 배정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접종소의 예약은 해당 접종소가 위치한 지역의 

카운티, 자치구 또는 지정된 대상 지역의 모든 거주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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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책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장벽을 허물고 뉴욕주 전역에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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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개 이상의 임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립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약 

45,000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 기반 팝업 진료소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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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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