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행하여 백신 배포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  

  

연방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시설이 부족한 소외된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백신을 투여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집단 연합은 오늘 Alex Azar 보건복지부 장관(Department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에게 서신을 발행하여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연방 프로그램에는 민간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백신을 

복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기관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data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백신 및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수정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 백신 접종을 위한 연방 정부의 계획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백신을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계획의 핵심인 의료 기관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받은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들이 백신을 복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배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중요하며, 행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서신의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Azar 장관님께:  

  



 

 

다가오는 백신 접종 과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냅니다.  

  

백신을 투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공은 분명히 국가의 보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모든 미국인이 전부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현재 연방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연방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자주 소외되는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에 적절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면 의도적이든, 이로 인한 부작용이든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와 전국 유색인 

권익 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과 

같은 국가 인권 단체와 합류하여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현재의 데이터 공유 계약에는 백신 

접종을 받은 각 개인의 신원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운전 면허증 식별 번호 또는 여권 번호를 사용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안합니다.  

  

제안된 기준은 시민권을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명백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보가 다른 연방 기관, 즉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공유할 수 있다는 데이터 공유 계약의 추가 연방 조항으로 심화됩니다. 불법 체류 중인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건강과 전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효능을 모두 위험에 빠뜨립니다.  

  

뉴욕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명확화 또는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뉴욕은 연방 정부에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여권 번호 또는 운전 면허증 번호를 식별하지 

않으면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과 필요 투여량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식별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합계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 식별 정보를 다른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유지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비 보건 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각 구성원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 사항입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의 참여를 막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에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불법 체류 지역사회는 연방 기관에 불필요하고 관련이 없으며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유효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의 배려, 협력 및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Guillermo Chacon  
President  
Hispanic Health Network & Latino Commission on AIDS, Inc.  
  
Andy Chen  
Executive Director  
Asian American Community Empowerment  
  
Rawaa Nancy Albilal  
President & CEO  
Arab-American Family Support Center  
  
Diana Saguilán  
Interim Co-Executive Director  
Worker Justice Center of New York  
  
Maria Lizardo LMSW  
Executive Director  
NMIC  
  
Beth A. Broadway  
President/CEO  
InterFaith Works of Central New York  
  
Davon Russell  
President  
WHEDco  
  
Martha Maffei  
Executive Director  
SEPA Mujer Inc.  
  
Jirandy Martinez  
Executive Director  
Community Resource Center  
  



 

 

Linda Lee  
President & CEO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Alan Wernick  
Director  
CUNY Citizenship Now!  
  
Alba Lucero Villa  
Executive Director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Rebecca Sanin  
President and CEO  
Health and Welfare Council of Long Island  
  
Eddia Cuesta  
Executive Director  
Dominicanos USA (DUSA)  
  
Frankie Miranda  
President  
Hispanic Federation  
  
Monsignor Kevin Sullivan  
Executive Director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Sister Helen Kearney  
President  
Sisters of St. Joseph  
  
Shelly Callahan  
Executive Director  
The Center  
  
Andrea Callan, Esq.  
Interim Co-Executive Director  
Worker Justice Center of New York  
  
Fanny Villarreal  
CEO  
YWCA of Syracuse and Onondaga County  
  
Minerva Perez  
Executive Director  



 

 

OLA of Eastern Long Island  
  
Jeff Reynolds  
President & CEO  
Family and Children's Association  
  
Carola Otero Bracco  
Executive Director  
Neighbors Link  
  
Talib Z. Abdullah  
Executive Director  
ACCESS of WNY  
  
Manuel Castro  
Executive Director  
New Immigrant Community Empowerment (NICE)  
  
Ben Thomases  
Executive Director  
Queens Community House  
  
Mohammad Razvi  
Chief Executive Officer  
Council of Peoples Organization  
  
John Park  
Executive Director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Gladys Serrano  
CEO  
Hispanic Counseling Center  
  
Ligia Guallpa  
Worker's Justice Project  
(WJC)  
  
Mimi Pierre Johnson  
President and CEO  
The Elmont Cultural Center  
  
Albert Fox Cahn  
Executive Director  
S.T.O.P. - The 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  
  



 

 

Nyasa Hickey  
Director of Immigration Initiatives  
Brooklyn Defender Services  
  
Rokeya Akhter  
Executive Director  
New American Voters Association  
  
Donna Lieberman  
Executive Director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Carmen Maquilon  
Director  
Catholic Charities of Long Island  
Immigrant Services  
  
Karen M. Andolina Scott  
Executive Director  
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Inc.  
  
Helen Alesi  
Executive Director  
Latino Civic Association  
  
Kyle Bragg  
President  
32BJ SEIU  
  
Pabitra Benjamin  
Executive Director  
Adhikaar  
  
Jo-Ann Yoo  
Executive Director  
Asian American Federation  
  
Jacob Dixon  
CEO  
Choice for All  
  
Eileen Torres  
Executive Director  
Bronxworks  
  
Jay Subedi  



 

 

New Americans Forum  
  
Justine Olderman  
Executive Director  
Bronx Defenders  
  
Yeseina Mata  
Executive Director  
La Colmena  
  
Margarita Guzman  
Executive Director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Murad Awawdeh  
Interim Co-Executive Director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Lucy A. Candelario  
Executive Director  
Erie Regional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d/b/a The Belle Center  
  
Mino Lora  
Co-Founder & Executive Director  
People's Theatre Project  
  
Deborah Axt  
Co-Executive Director  
Make the Road New York  
  
Eva Hassett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ffalo  
  

참조: Joseph R. Biden, Jr. 차기 대통령  

뉴욕주 연방 의회 대표단  

  연방의회 흑인 위원 모임  

  연방의회 히스패닉 위원 모임  

  연방의회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모임  

  

  추가 지지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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