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5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다음 주 16개 

지역사회 기반의 팝업 백신 접종소 발표  

  

공정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강화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에서 55,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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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공공 주택단지와 주민센터 등 16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에서 

일주일 동안 4,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5일 이후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 145곳에서는 55,0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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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진료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지치지 않고 빠르게 백신을 접종해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가 없는 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 

증가에 맞추기 위해 백신 유통 시스템을 늘리고 있지만, 유통 시스템은 간단히 성장할 수 

없고, 공평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개설되고 있는 팝업 진료소와 같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지원이 부족한 뉴욕 주민들이 

보급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백신 접종소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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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설립되는 16개 진료소의 위치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Mount Neboh Baptist Church 
1883 Adam Clayton Powell Jr Boulevard  
New York, NY 10026  

운영시간: 3월 18일(목)~3월 19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St. Philips Baptist Church  
77 Bennett Street  
Staten Island, NY 10302  

운영시간: 3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Aliento de Vida Church  
103-12 Roosevelt Avenue  
Corona, NY 11368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Walker Memorial Baptist Church  
120 East 169th Street  
Bronx, NY 10452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Mt. Lebanon Baptist Church  
425 Howard Avenue  
Brooklyn, NY 11233  

운영시간: 3월 19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NYCHA Laguardia  
200 Madison Street  
Manhattan, NY 10002  

운영시간: 3월 19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NYCHA Meltzer  
189 Allen Street  
Manhattan, NY 10002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NYCHA Bethune  
1970 Amsterdam Avenue  



 

 

Manhattan, NY 10032  

운영시간: 3월 18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롱아일랜드  

Congregational Church of Patchogue  
95 E Main Street  
Patchogue, NY 11772  

운영시간: 3월 19일(금) 오후 2시~오후 5시  

  
Lakeview Public Library  
1120 Woodfield Road  
Rockville Centre, NY 11570  

운영시간: 3월 18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허드슨 밸리  

Haverstraw Community Center  
50 W. Broad Street,  
Haverstraw, NY  

운영시간: 3월 18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이 접종소의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St. Thomas Episcopal Church  
168 W Boston Post Road  
Mamaroneck, NY 10543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이 접종소의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주도 지역  

Saratoga County Public Health  
6012 County Farm Road  
Ballston Spa, NY 12020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이 접종소의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Mt. Olive Missionary Baptist Church  
70 Clark Street  
Geneva, NY 14456  

운영시간: 3월 20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웨스턴 뉴욕  

Northwest Buffalo Community Center  
155 Lawn Avenue  
Buffalo, NY 14207  

운영시간: 3월 19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River Walk Plaza  
121 Bolivar Road  



 

 

Wellsville, NY 14895  

운영시간: 3월 18일(목) 오전 9시~오후 7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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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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