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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와 협력하여 소외된 뉴욕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 시설에 백신을 공급하는 파트너십 발표

뉴욕주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위치한 소모스 헬스 네트워크 소속 병원에 직접
코로나19 백신 공급하며, 프로그램은 향후 수 주내에 시작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에 위치한 75곳의 의료 시설에서 뉴욕 주민 대상 백신
접종을 실시하며 공급이 허락하는 한 100개 시설로 확대할 예정
백신 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지사 노력의 연장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와
파트너십을 통해 소모스의 의료 네트워크에 소속된 1차 의료진에게 직접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여 소외된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작 시점에 의료 시설 75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시설은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등에 위치합니다.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최대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수 주 내에 시작될 예정이며, 뉴욕
주민은 소모스를 통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 및 소모스가 오늘 발표된 내용처럼 브롱크스의 뉴 세틀먼트
커뮤니티 센터(New Settlement Community Center)에서 팝업 예방 접종소를
후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접종소는 돌아오는 이번 주말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인근 지역사회 거주하는 뉴욕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백신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광범위한 공급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뉴욕 주민의 거주지나 의료 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더욱 많은 뉴욕
주민에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모스는 양키 스태디움(Yankee
Stadium)에서 소규모 지역사회 팝업식 접종소에 이르기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백신 공급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접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에게 매달 100,000건 이상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회장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주 전역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백신 공급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소모스는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은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여 소외된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백신이 뉴욕시와 주 전역에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모스 미국(SOMOS US)의 Henry R. Muñoz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백신을 모든 지역사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우선 순위 과제로 설정했으며
소모스는 행정부와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뉴욕시 전역의
저소득 지역사회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팬데믹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불공정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 세틀먼트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될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 세틀먼트 커뮤니티 센터
1501 Jerome Ave
Bronx, NY 10452
운영시간: 3월 27일 (토), 3월 28일 (일) 오전 9시~오후 5시
소모스는 2,500명 이상의 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하고 있습닏다. 뉴욕주와 소모스의 파트너십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려는 주정부의 노력과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주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 160곳을 설치하고 62,500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분을 투여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3월 25일예배당, 주민 센터, 현지 사업체 등 14개의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에서 일주일
동안 4,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3월 17일 10개의 새로운 주정부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가 주
전역에서 예약 가능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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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의료 기관 및 예배소는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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