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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65세 이상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접종소를 포함하는 백신 접종소 

네트워크의 확장을 발표  

  

주정부, 지역 보건 부서와 협력하여 65세 이상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소를 

포함할 예정  

  

접종소에서 교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6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소를 추가하기 위해 지역 보건 부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는 지역 보건 부서와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시설을 

오가는 교통편과 접종 관련 서류 작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백신 할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주민 우선 시설 및 예약은 연방 정부의 백신 

추가 공급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카운티는 다음 주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더 많은 공급량의 모더나(Moderna) 백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매일 점점 더 많은 수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바로 백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예약 일정을 

잡고 접종소에 오고 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보건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새로운 접종소를 설립함으로써,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백신 보급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위치, 개설일 및 운영 시간 등 접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접종소 운영진 또는 

스폰서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 뉴욕 주민들은 현재 뉴욕의 '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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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cination Hotline) 1-833-NYS-4-VAX(1-833-697-4829) 번 전화 연결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노인들을 위한 예약 절차와 경험을 더 개선하기 위해 핫라인에 여러 

개선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5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특별 회선을 

통해 예약을 돕거나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직원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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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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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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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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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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