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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이 코로나19 백신 38,000회분 접종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

이번 주에 모더나 346,000회분, 화이자 120,000회분 추가 확보
뉴욕은 Rosado 주무장관, James 법무장관, Marc Morial 전국 도시 연합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 출범
뉴욕은 백신 접종소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
개발하여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할 예정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방 백신 접종 프로그램 오늘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월요일 오전 기준 현재 뉴욕주에서 38,000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이 수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모더나 백신의 초기 346,200회분 백신이 오늘 뉴욕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추가 120,000회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Rossana Rosado 주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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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에서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Community Vaccination
Kit)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 장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과 자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요양원 주민과 직원 예방 접종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이 오늘 뉴욕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주 전역의 618개 시설 거주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접종이 오늘부터 향후 2주간 진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과정에는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물, 유명인, 부자들이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의 이러한 특혜는 민주주의, 평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는 우리의 믿음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심각한
물평등을 목격하였으며, 이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어떠한 주지사,
카운티 행정책임자, 시장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진실을 말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 병원에서 이미
전국의 어떤 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아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인구의 75%~85%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은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며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뉴욕의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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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Shack, 얼반 패스웨이스 주식회사(Urban Pathways, Inc.) 최고경영자
Havidán Rodríguez 박사,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SUNY Albany) 총장
Murad Awawdeh,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임시 공동
상임이사
Henry Chen 박사, 소모스 지역사회 돌봄(SOMOS Community Care) 대표
Phyllis Jackson, 인터디노미네이셔널 헬스 미니스트리
코얼리션(Interdenominational Health Ministry Coalition) 창립자 및 상임이사 겸
커먼 그라운스 헬스(Common Ground Health) 지역사회 보건 프로젝트 매니저
Guillermo Chacón, 라티노 에이즈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 대표 겸
히스패닉 헬스 네트워크(Hispanic Health Network) 창립자
George Gresham, 1199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보건전문가 연합 동부지부(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대표
Ruth Hassell-Thompson,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정책 및 지역사회 특별 고문
Frankie Miranda, 히스패닉 연합(Hispanic Federation) 대표 겸 최고경영자
Calvin Butts 박사 겸 목사, 아비시니안 침례교(Abyssinian Baptist Church) 목사
Jo-Ann Yoo,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Asian American Federation)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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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el Dukes 박사, 전국 유색인 발전 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뉴욕주 지회(New York State
Conference) 대표
W. Franklyn Richardson 박사 겸 목사, 그레이스 침례교회(Grace Baptist Church)
선임 목사
Judith Watson, 마운트 버논 네이버후드 헬스 센터(Mount Vernon Neighborhood
Health Center) 최고경영자
Rosa Gil 박사, 코뮨라이프 주식회사(Comunilife, Inc.) 창립자 겸 대표,
최고경영자
Wayne Riley 박사, 뉴욕 주립 대학교 다운스테이트 의료 센터(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대표, 뉴욕 약학 학회(New York Academy of Medicine) 이사회
대표
Danny Barber, 뉴욕시 주거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도시
대표 연합(Citywide Council of Presidents) 회장 겸 잭슨 하우스 입주민
연합(Jackson Houses Tenant Association) 대표
Kyle Bragg, 32BJ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32BJ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대표
Karim Camara, 주지사실 신뢰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국(Governor's 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의 상임 이사 겸 부커미셔너
Mark E. Blue 목사, 버펄로 챕터 NAACP(Buffalo Chapter NAACP) 대표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는 아프리카계, 라틴계, 농촌, 빈곤층 및 공공 주거지
지역사회의 백신과 기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려는
뉴욕의 노력에서 핵심 부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모든 필수 장비와 소모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각 키트에는 현장 설치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다음과 같은 중요 소모품 및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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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워크스테이션 장비
통신 장비
청소 용품
조명 장비
PPE
군중/교통 통제 장비
바이알
주사기
공간 구획
사생활 보호용 커튼

오늘 뉴욕주는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한 618개 시설에서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CVS)에서 271개 시설, 월그린(Walgreens)은 253개 시설, 기타 약국이 94개
시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는 각 시설에서 3일 가량의
'진료일'을 포함하여 약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1일: 모든 거주자/일부 직원이 1차분 접종(향후 2주 내 접종 완료 예정)
2일: 모든 거주자/일부 직원이 2차분 접종, 일부 직원은 1차분 접종
3일: 남은 직원 대상 2차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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