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FEMA, 주 전역에 지역사회 백신 접종소 개설
2월 19일 뉴욕주는 FEMA와의 협력을 통해 뉴욕주 지역사회 백신 접종 센터(community
vaccination centers, CVC)를 개설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EMA는
해당 센터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운영 지원, 연방 직원 인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브루클린과 퀸즈의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은 지금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팔로, 로체스터,
용커즈, 올버니 센터의 등록은 2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여섯 곳의 센터는 모두
소외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첫 주의 경우, 주 전역에 위치한 여섯 곳 센터의 예약이 카운티와 버로우 중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단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 버로우, 카운티 센터
위치의 구체적인 대상 지역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민들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및 시간
브루클린: Medgar Evers College
231 Crown St.
Brooklyn, NY 11225

퀸즈: York College
160-02 Liberty Avenue
Jamaica, NY 11451

해당 우편번호: 11206, 11221, 11216,
11238, 11225, 11213, 11233, 11207,
11208, 11236, 11212, 11203, 11226,
11210

해당 우편번호: 11418, 11419, 11420, 11430,
11435, 11436, 11439, 11432, 11433,
11434, 11423, 11412, 11413, 11427,
11428, 11429, 11411, 11422, 11691,
11692, 11693

시간: 2월 24일부터 오전 8:00 – 저녁 8:00

시간: 2월 24일부터 오전 8:00 – 저녁 8:00

MTA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버스 운행을 개선하여 특정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두 센터 왕복 시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시범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버팔로: Delavan Grinder Community Center
877 East Delavan Avenue
Buffalo, NY 14215

로체스터: Former Kodak Hawkeye 주차장
1345 St. Paul Street
Rochester, NY 14621

해당 우편번호: 14209, 14201, 14208,
14213, 14211, 14215, 14214, 14204,
14222, 14212

해당 우편번호: 14605, 14613, 14611, 14608,
14621, 14619, 14606, 14615, 14614,
14609, 14604, 14603

시간: 3월 3일부터 시간 추후예정

시간: 3월 3일부터 시간 추후예정

용커즈 및 마운트 버논: New York National
Guard Amory

올버니, 스키넥터디, 트로이: Washington
Avenue Armory

2 Quincy Place, Yonkers, NY 10701

195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10

해당 우편번호: 10705, 10701, 10550,
10553, 10704, 10703, 10552

해당 우편번호: 12202, 12206, 12210, 12209,
12207, 12222, 12180, 12307, 12308,
12305, 12304

시간: 3월 3일부터 시간 추후예정

시간: 3월 3일부터 시간 추후예정

자격 결정 및 등록 방법
뉴욕의 '내가 자격이 있을까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핫라인에 전화:
1-833-NYS-4-VAX (1-833-697-4829)
센터를 방문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취약지수 등급이 높은 지역사회 내 현지 지역사회 단체(교회,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단체,
독립생활센터)와 국회의원에 대해 백신 형평성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에 집중한
협력활동이 지속됩니다.
FEMA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계획에 맞춰 뉴욕주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는 백신을 맞고자 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2월 22일 보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