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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롤 업 유어 슬리브" 캠페인을 통해 모든 종교의 예배소를 백신
접종소로 등록하도록 장려

주지사, 백신 접종 클리닉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 기관들이 예배소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여 백신 공급 과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예정
주지사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주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추가 예방 접종소를
구축하도록 거듭 촉구,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웹폼(Webform)은 이미 지역사회에 봉사할
의사를 밝힌 200개 이상의 새로운 예배소를 확인
의향이 있는 의료 기관 및 예배소는 여기에서 등록
예배소를 통해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보급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과 싸우려는
주의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 걸쳐 모든 예배 장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백신 접종소로 등록하도록 홍보하기 위한 "롤 업 유어 슬리브(Roll Up Your Sleeve)"
캠페인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예배 장소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배포소의
역할을 시작하여 투여할 수 있는 백신 접종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백신 접종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 예배소와 협력하는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백신 유통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백신을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예배 장소를 통해 백신에 대한
불신과 싸우기 위한 주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지사는 앞서 모든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와 협력 관계를 맺고 종교 시설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개설하도록
권고했으며, 지난 3월 8일 이후로 200개가 넘는 새로운 예배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모든 예배 장소들은 코로나19 백신의 배포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 의료 기관 및 예배소는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계속되는 이 싸움의 백신 접종
단계에서 뒤처지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 공급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판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또 다른 부당함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행동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Al Sharpto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소 또한 피난처와 신뢰의 장소이며, 사람들이 자신있게
팔을 걷어붙일 수 있도록 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앙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뉴욕주는 주 전역에 팝업 접종소의 배치를 늘려왔습니다. 1월 15일 이후 160곳이 넘는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에서 62,0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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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의 지속적인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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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