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7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주 

12개 지역사회 기반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 발표  

  

이러한 진료소는 이번주 3,700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백신 공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에서는 46,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 대상 백신의 

1차 접종 가능  

  

진료소 및 파트너 제공업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적격 뉴욕 주민을 파악 및 예방 접종 예약 일정 수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민센터, 공공 주택단지와 문화센터 등 12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진료소에서 매주 3,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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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1월 15일부터 100개가 넘는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 진료소에서는 

46,000회 아상의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분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전 팝업 진료소와 

마찬가지로, 이 진료소들은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에 재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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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진료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예방 접종 진료소는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바로 백신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회 공평성과 공정성은 우리의 대응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것이 순전히 접근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욕 주민들이 백신을 신뢰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 파트너십과 팝업 진료소를 통해 회의론과 

불신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 백신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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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진료소 및 파트너 제공업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적격 뉴욕 주민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이번 주에 설립되는 12개의 진료소의 위치는 

아래의 주소에 있습니다.  

  

뉴욕시 

미들타운 플라자(Middletown Plaza) 뉴욕시 주택청 

3033 Middletown Road 
Bronx, NY 10461  

운영시간: 2021년 2월 25일, 오전 9시~오후 5시  

  

웨이사이드 침례교회(Wayside Baptist Church)  

1746 Broadway  
Brooklyn, NY 11207 

운영시간: 2021년 2월 25일~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오후 6시  

  

컨벤트 애비뉴 침례교회(Convent Avenue Baptist Church) 

420 W 145th St  
New York, NY 10031  

운영시간: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오후 5시  

  

롱아일랜드  

프리포트 레크리에이션 센터(Freeport Recreation Center)  

130 East Merrick Road  
Freeport, NY11520  

운영시간: 2021년 2월 25일, 오전 8시~오후 12시  

  

라에스피귀타 축구(La Espiguita Soccer)  

1795 Brentwood Road  
Brentwood, NY 11717  

운영시간: 2021년 2월 26일, 오전 8시~오후 12시  

  

센트럴 뉴욕  

보이즈 앤 걸즈 클럽(Boys & Girls Club) - 동부  

2100 E Fayette Street  
Syracuse, NY 13224  

운영시간: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오후 5시  

  

허드슨 밸리  

멀베리 하우스 시니어 센터(Mulberry House Senior Center)  

62-70 West Main Street  
Middletown, NY 10940  



 

 

운영시간: 2021년 2월 27일, 오전 9시~오후 4시  

**예약마감.** 

 

뉴버그 아머리 유니티 센터(Newburgh Armory Unity Center)  

321 S William Street  
Newburgh, NY 12550  

운영시간: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오후 3시  

**예약마감**  

  

마운틴 키스코 시니어 센터(Mt. Kisco Senior Center) 

198 Carpenter Avenue 
Mt. Kisco, NY 10549  

운영시간: 2021년 2월 27일, 오전 9시~오후 5시  

**예약마감**  

  

서던 티어  

미국 시민권 협회(American Civic Association)  

131 Front St  
Binghamton, NY 13905  

운영시간: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핑거 레이크스  

리빙스턴 카운티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1 Murray Hill Campus  
Mt. Morris, NY 14510  

운영시간: 2021년 2월 27일, 오전 9시~오후 12시  

**예약마감**  

  

모호크 밸리  

리버프론트 센터(Riverfront Center)  

1290 Riverfront Center  
Amsterdam, NY 12010  

운영시간: 2021년 2월 27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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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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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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