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퀸즈의 요크 칼리지와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의 주-미국연방 

재난관리청 대량 예방 접종소 개설 발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시 주택청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크 칼리지 및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로 가는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3월 1일에 개시  

  

접종소는 하루에 3,000명의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백신의 공평한 배급을 위한 

국가 모델 역할을 수행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은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 웹사이트를 통해, 1-833-NYS-4-

VAX(1-833-697-4829)로 전화하거나 접종소를 방문하여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및 요크 

칼리지 주-연방재난관리청 예방 접종소를 예약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퀸즈의 요크 칼리지(York College)와 브루클린의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에 뉴욕주-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대량 예방 접종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접종소들은 매일 3,000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약의 첫 주 동안, 백신은 브루클린과 퀸즈 내의 적격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위해 예약되며, 2월 27일 자치구 전체에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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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퀸즈의 

요크 칼리지의 유사한 접종소를 발표한 시기의 발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3월 1일부터 

퀸즈의 에지미어 하우스(Edgemere Houses)와 브루클린의 핑크 하우스(Pink 

Houses)에서 백신 접종소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요크 칼리지의 예방 접종소 근처에 새 

버스 정류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자격을 갖춘 모든 뉴욕 주민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백신 제공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및 

요크 칼리지와 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량 예방 접종소가 개설되면서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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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로 팬데믹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오래도록 소외된 유색인 지역사회에 직접 위치할 뿐만 아니라 향상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버스 서비스 덕분에 이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 공평성과 공정성을 우선시하고 인종, 

배경,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퀸즈: 요크 칼리지(York College)  

160-2 Liberty Avenue  
Jamaica, NY 11451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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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버스 셔틀은 에지미어 하우스에서 요크 칼리지까지 30분마다 

운행되며, 정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행(Northbound) Q98V 버스 정류장  

• 비치 41번가(Beach 41st St) 비치 채널 드라이브(Beach Channel Dr)  

• 비치 54번가(Beach 54th St) 비치 채널 드라이브  

• 로커웨이 프리웨이(Rockaway Fwy) 비치 59번가(Beach 59 St)  

• 비치 73번가(Beach 73rd St) 로커웨이 비치 불라바드(Rockaway Beach Bl)  

• 비치 84번가(Beach 84 St) 로커웨이 비치 불라바드  

• 122번가(122nd St) 로커웨이 불라바드(Rockaway Bl)  

• 유니언 홀(Union Hall)(요크 칼리지) 리버티 애비뉴(Liberty Av)  

  

 남행(Southbound) Q98V 버스 정류장  

• 유니언 홀(요크 칼리지) 리버티 애비뉴  

• 122번가 로커웨이 불라바드  

• 비치 84번가 로버웨이 비치 불라바드  

• 비치 75번가(Beach 75th St) 로커웨이 비치 불라바드  

• 로커웨이 프리웨이 비치 59번가  

• 비치 54번가 비치 채널 드라이브  

• 비치 41번가 비치 채널 드라이브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요크 칼리지의 예방 접종 센터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남동부 퀸즈 노선에 새로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 캐롤 빌딩(Carrol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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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버스 셔틀은 핑크 하우스에서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까지 30분마다 

운행되며, 정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행(Westbound) B98V 버스 정류장  

• 스탠리 애비뉴(Stanley Av)/셰리던 애비뉴(Sheridan Av)  

• 엘더트 레인(Eldert La)/로링 애비뉴(Loring Av)  

• 린덴 불라바드(Linden Bl)/셰리던 애비뉴  

• 린덴 불라바드/유클리드 애비뉴(Euclid Av)  

• 반 시클렌 애비뉴(Van Siclen Av)/워트맨 애비뉴(Wortman Av)  

• 플랫랜즈 애비뉴(Flatlands Av)/루이지애나 애비뉴(Louisiana Av)  

• 윌리엄즈 애비뉴(Williams Av)/플랫랜즈 애비뉴  

• 로커웨이 애비뉴/듀몬트 애비뉴(Dumont Av)  

• 로커웨이 애비뉴/서터 애비뉴(Sutter Av)  

• 로커웨이 애비뉴/E 뉴욕 애비뉴(E New York Av)  

• 이스턴 파크웨이(Eastern Pkwy)/사라토가 애비뉴(Saratoga Av)  

• 노스트랜드 애비뉴(Nostrand Av)/캐롤 스트리트(Carroll St)  

  

동향(Eastbound) B98V 버스 정류장  

• 노스트랜드 애비뉴/캐롤 스트리트  

• 이스턴 파크웨이/사라토가 애비뉴  

• 로커웨이 애비뉴/프로스펙트 플레이스(Prospect Pl)  

• 로커웨이 애비뉴/서터 애비뉴  

• 로버웨이 애비뉴/듀몬트 애비뉴  

• 윌리엄즈 애비뉴/글렌우드 로드(Glenwood Rd)  

• 플랫랜즈 애비뉴/루이지애나 애비뉴  

• 반 시클렌 애비뉴/워트맨 애비뉴  

• 린덴 불라바드/유클리드 애비뉴  

• 린덴 불라바드/어텀 애비뉴(Autumn Av)  

• 린덴 불라바드/엘더트 레인  

• 스탠리 애비뉴(Stanley Av)/엘더트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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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공공 주택 및 지역사회 센터에서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 및 요크 

칼리지에 이르는 교통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전역에서 가장 낮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접종소에 갈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 시티 트랜짓(New York City Transit) 임시회장인 Sarah 

Fei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주요 우편번호 코드 위치에서 이러한 특별 백신 

접종소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mta.info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일정표를 이용해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을 

계획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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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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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aca0fc3-155136d2-4ac8f6f6-000babd9fe9f-fae7fde83ad8c724&q=1&e=f9f050fb-451c-4712-8b10-2cddb98f0740&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19C2FD18A1E86B185258686004A717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