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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 금요일에 양키 스타디움의 대량 예방 접종소를 

개장한다고 발표  

  

브롱크스의 확진율은 현재 모든 뉴욕 자치구 중 가장 높으며, 접종소는 예약에 한해 

브롱스 주민을 위해 배정될 예정  

  

첫 주 동안 15,000건의 예약 가능  

  

뉴욕 양키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및 주 방위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접종소 설치 실현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는 공정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와 

시의 노력 강화  

  

브롱크스 주민은 Somosvaccinations.com을 방문하거나 1-833-SomosNY에 전화하여 

예약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2월 5일 금요일부터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의 대량 예방 접종소가 자격이 있는 브롱크스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접종소는 뉴욕주, 뉴욕시,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모든 

뉴욕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확진율이 높은 브롱크스의 우려되는 확진율을 다루고 백신 

배포 과정에서 공평과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주와 시의 의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라틴계, 가난한 지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며, 브롱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확진율이 높은 지역별 예방 접종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노력은 감염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백신 배포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브롱크스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양키 스타디움에 대량 백신 접종소를 여는 것은 이 자치구가 예방 

접종을 받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한번에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결책입니다."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형 접종소는 우리의 풀뿌리, 공평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뉴욕시의 모두를 위한 백신(Vaccine for All)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332347b-5ca90d6a-0330cd4e-000babd9fe9f-aa9d54a4b1a64d8c&q=1&e=e11a406f-4104-4593-8988-6ba463c6b9de&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253A%252F%252Fsomosvaccinations.com%252F%26data%3D04%257C01%257Cmcginni%2540dss.nyc.gov%257C5fae3aa40d944518a26608d8c86d78b4%257C369ccac91d3d435bb214c86f3a380236%257C0%257C0%257C637479719805808476%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qFkhAY1xkQm%252F1QhUObpXzqZukIQfDHBujavgliFT8Bw%253D%26reserved%3D0


 

 

양키 스타디움은 항상 월드 시리즈 현수막으로 잘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브롱크스의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필요한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이웃들을 위한 정의이며 이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코로나19가 자치구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양키 스타디움을 브롱크스 주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은 팬데믹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Andrew 

Cuomo 주지사, 뉴욕주, Bill De Blasio 시장, 뉴욕시 및 소모스 머큐니티 케어 등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의 새로운 시설을 포함하여 뉴욕 전역에서 예방 접종 활동을 이끌도록 

돕는 지역사회 의사 네트워크인 소모스의 회장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뉴욕 영웅들의 본거지이며 전 세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위대함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자부심과 낙관주의를 

의미하며 뉴욕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을 대표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시와의 

협력을 통해 희망의 백신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역사회 감각입니다. 

주치의 및 지역사회 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봉사하고 대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환자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병원이나 약국 체인과 같은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불신과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주 및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브롱크스에 

위치한 모든 뉴욕 주민들과 Mariano Rivera와 같이 여기에서 자란 영웅들에게 

상징적이고 친숙한 접종소를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수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공급을 받아 최대한의 효력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진 야구 

영화인 꿈의 구장(Field of Dreams)에서 '네가 그것을 만들면, 그들이 올 것이다(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색인 지역사회와 양키 

스타디움의 예방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소모스는 우리 

도시의 주민이 직장으로 복귀하고 학교와 중소기업을 재개하고, 이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브롱크스의 

뉴욕 주민을 위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 부관 참모인 Ray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의 병사와 

공군은 브롱크스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방위군은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주 대응에 참여했으며 현재 주 

전역에서 2,5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금요일부터 시작해,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운영됩니다. 예방 접종은 예약자에 한해 실시되며 뉴욕의 1a 및 1b 백신 자격 요건을 

x-apple-data-detector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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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phased-distribution-vaccine


 

 

충족하는 브롱크스 주민에 대해서만 예약됩니다. 자격이 있는 브롱크스 

주민은 Somosvaccinations.com을 방문하거나 1-833-SomosNY에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예약을 잡은 개인은 방문 시 거주 증명서 또한 가져와야 합니다. 

브롱크스 거주자임을 증명하려는 개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 주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ID  

• 집주인의 진술서  

• 현재 임대 영수증 또는 리스  

• 모기지 기록.  

  

또는  

  

다음 중 두 가지:  

• 타인의 진술서  

• 현재 우편  

• 학교 기록.  

  

브롱크스가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코로나19 확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 설치는 Cuomo 주지사의 공정하고 공평한 

코로나19 분배를 보장하는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뉴욕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뉴욕은 Cuomo 주지사와 태스크포스의 지도력 하에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의 배포와 

교회, 커뮤니티 센터 및 공공 주택 단지에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 설립을 통해 

백신 이용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수용하고 있는 33개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사업 부지에 팝업 

접종소를 설립할 때까지 이러한 키트 공급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1월 

15일부터 거의 9,000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팝업 사이트에서 첫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이전 팝업 접종소와 마찬가지로, 이 접종소들은 2차 

접종을 위해 3주 후에 재설치됩니다.  

  
###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1394664-6ea27f75-313bbf51-000babd9fe9f-be7d879371156341&q=1&e=e11a406f-4104-4593-8988-6ba463c6b9de&u=https%3A%2F%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253A%252F%252Fsomosvaccinations.com%252F%26data%3D04%257C01%257Cmcginni%2540dss.nyc.gov%257C5fae3aa40d944518a26608d8c86d78b4%257C369ccac91d3d435bb214c86f3a380236%257C0%257C0%257C637479719805808476%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qFkhAY1xkQm%252F1QhUObpXzqZukIQfDHBujavgliFT8Bw%253D%26reserved%3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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