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양키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예방 접종소 설치 예정이라고 발표  

  

현재 브롱크스 양성율은 7.6% 퍼센트이며, 접종소는 브롱크스 주민의 예약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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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는 공정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강화  

  

NYCHA 고령자 주택 개발, 로체스터와 헴스테드의 공공 주거지 주택 개발, 브롱크스와 

브루클린의 교회 및 커뮤니티 센터에 10곳의 지역사회 백신 키트를 설치하여 이번 주말 

3,800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에서 대규모 예방 

접종소가 뉴욕주, 뉴욕시,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및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브롱크스 양성율은 7.6% 퍼센트이며, 

접종소는 브롱크스 주민의 예약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 및 예약 접수 일정에 

관한 정보는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10개 이상의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키트는 네 곳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고령자 주택 개발, 로체스터와 헴스테드에 위치한 공공 주거지 2곳, 

브롱크스와 브루클린에 위치한 교회 및 커뮤니티 센터 3곳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 10개의 공급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하겠다는 뉴욕주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공급 및 연방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수용하고 있는 33개의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사업 

부지에 팝업 접종소를 설립할 때까지 이러한 키트 공급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백신 공정 태스크포스(Vaccine Equity Task Force)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의 코로나 확진율은 여전히 높으며,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뉴욕시, 소모스, 주 방위군 및 뉴욕 양키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키 스타디움에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가 앵글로색슨 지역사회보다 높은 속도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혔으며, 같은 문제가 브롱크스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일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에 대규모 예방 접종소를 

개설함으로써 우리는 브롱크스 주민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것입니다."  

  

뉴욕시의 Bill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뉴욕시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회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도시 전체 

지역으로 백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양키스가 보여준 팀워크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두를 위한 백신(Vaccine For All) 캠페인은 공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브롱크스 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접종소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Andrew Cuomo 주지사, 뉴욕주, Bill 

De Blasio 뉴욕시 시장, 뉴욕시,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등과 함께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브롱크스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양키 스타디움을 개방했습니다. 양키스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회장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뿐만 

아니라 뉴욕 전역에서도 양키 스타디움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또한 영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웅, 즉 가장 높은 

코로나 확진율을 기록한 자치구 주민을 위해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곳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랜드 마크에서 브롱크스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방적 치료를 

강조하고 검사를 제공하며 이번 팬데믹 기간 중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소외된 뉴욕 

주민을 치료하려는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저희 네트워크는 문화적 역량, 지역사회 

기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내가 실제 알고 있으며 

신뢰하는 의사로부터,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나의 

문화를 이애하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오랜 세월 가족을 치료해 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편안함과 

친숙함을 제공합니다. 병원, 약국,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의해 접종 노력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와 같은 지역사회 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코로나19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부관 참모인 Ray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방위군의 대원들은 

2020년 3월부터 동료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의 대규모 예방 접종 목표를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 전역에 2,500명 이상의 주 방위군 소속 육군 및 공군이 팬데믹을 완화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모스,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 트릴리엄 헬스(Trillium Healt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의 지역사회 예방 접종 

키트를 활용해 이러한 예방 접종소를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접종소 10곳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클린  

캐리 가든스(Carey Gardens)  

2315 Surf Avenue  
Brooklyn, NY  

1월 30일 토요일 및 1월 31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킹스버러 익스텐션(Kingsborough Extension)  

447 Kingsborough 4th Walk  
Brooklyn, NY  

1월 31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코너스톤 침례 교회(Cornerstone Baptist Church)  

574 Madison Street  
Brooklyn, NY  

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갓즈 배틸리언 오브 프레이어(Gods Battalion of Prayer)  

661 Linden Boulevard  
Brooklyn, NY  

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브롱크스  

라티노 목회 활동 센터(Latino Pastoral Action Center)  

14 West 170th Street  
Bronx, NY  

1월 29일 금요일, 1월 30일 토요일, 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에덴발드 하우스(Edenwald Houses)  



 

 

1145 East 229th Street  
Bronx, NY  

1월 29일 토요일 및 1월 31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브롱크스 리버 애디션(Bronx River Addition)  

1350 Manor Avenue  
Bronx, NY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바토 커뮤니티 센터(Bartow Community Center)  

2049 Bartow Avenue  
Bronx, NY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헴스테드  

케네디 기념 공원 시니어 하우징(Kennedy Memorial Park Senior Housing)  

335 Greenwich Street  
Hempstead, NY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운영  

  

로체스터  

세네카 타워 하우징 콤플렉스(Seneca Towers Housing Complex)  

200 Seth Green Drive  
Rochester, NY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  

  

지역사회 백신 키트 공급 확대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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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커뮤니티 백신 접종 키트를 개발해 공공 주거 근로자, 교회 및 지역사회 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적절한 장소에 키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키트에는 현장 셋업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다음과 같은 중요 소모품 및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무용품  

• 워크스테이션 장비  



 

 

• 통신 장비  

• 청소 용품  

• 조명 장비  

•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군중/교통 통제 장비  

• 바이알  

• 주사기  

• 공간 구획  

• 사생활 보호용 커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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