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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가 휴스턴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교회 두 곳에 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발표

노스웨스트 휴스턴과 사우스웨스트 휴스턴의 검사소를 2주 동안 운영하고 일간 최대
1,000건 검사 실시
주민은 1-833-NYS-4TEX번으로 전화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텍사스주 휴스턴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에 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스웨스트 휴스턴의 폴브룩
교회(Fallbrook Church)와 사우스웨스트 휴스턴의 하이어 디멘션 교회(Higher Dimension
Church)에 위치한 이 검사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수자 커뮤니티에 있으며, 일간
최대 1,000 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2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는 2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와 공중 보건 전문가를 휴스턴으로 파견하여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해
조언하고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주지사는 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과의 화상 회의
중 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피해가 정점에 달해 전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을 겪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전국의
주정부가 물품, 인공 호흡기,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뉴욕의 수치는 안정화되었고,
우리는 전국 곳곳에 이러한 호의를 갚고 있습니다. 소외 지역사회에 두 곳의 검사소를
설치하여 위대한 휴스턴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검사소를 설치하고 소모품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주신 훌륭한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은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뉴욕주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국 모두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의 노고를 기억하고 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주지사의 일일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주지사, 그리고 시민들이 한 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문 모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휴스턴시에 제공해주신 지원에 대해 여기 해리스 카운티에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확진자 급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우리의 병원과 중환자실에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불공정하게 유색 인종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역사회, 그리고 더욱 많은 검사가 필요한 곳에 더욱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검사 받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오랫동안 대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신 주지사 및 주지사 팀께
감사드립니다."
이 검사소는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
마운트 시나이 헬스 시스템(Mount Sinai Health System),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Montefiore Medical Center), 뉴욕 장로교 병원(New York-Presbyterian Hospital)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의 병원 및 영웅적인 근로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극도로 심각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마찬가지로
영웅적인 보호자들이 뉴욕으로 와서 은혜와 용기, 결단력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국의 동료, 친구 및 가족의 관대함에 우리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의 의료 종사자들은 치료를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GNYHA는 이타적인 관용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지사와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2,500명 이상의 이민자 중심 네트워크인 SOMOS 회장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민자 출신 의사들은 코로나19가 뉴욕의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막는 최전선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경험의 결과를 전국의
유사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가 선 벨트의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라틴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검사, 치료, 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및 휴스턴 공무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지사 및 뉴욕주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모스의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인구와 접촉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전국 수준의 연구를 최초로 진행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미국인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휴스턴 검사소는 다른 도시와 주가 전국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월요일에 뉴욕주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검사 및
추적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코로나19 약물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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