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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ICK KRISEMAN 세인트 피터스버그 시장과 함께 뉴욕주가 세인트 

피터스버그 코로나19 핫스팟에 교회 검사소 설치한다고 발표   

  

피넬라스 지역사회 교회에서 하루에 최대 500건의 검사 실시  

  

거주자는 (833) NYS-4-FLA번으로 전화하여 검사 예약 가능  

  

뉴욕주는 마스크, 안면 보호대, 장갑, 가운 및 손 소독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전달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한 곳의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피넬라스 지역사회 교회(Pinellas 

Community Church)에 위치하며 하루 최대 500건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뉴욕에 

와달라고 요청했고, 전국에서 30,000 명의 사람들이 소매를 걷어부치고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를 전달하고 함께 지역사회 검사소를 설치하여 이러한 

호의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이러한 호의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Rick Kriseman 세인트 피터스버그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그리고 뉴욕 주민을 비롯해 전국 모두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플로리다가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저는 뉴욕주의 기술 지원 및 지침, 검사 키트 및 필수재 

기부에 감사드리며, 가장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넬라스 카운티와 세인트 피터스버그 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모든 조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검사와 후속 프로토콜은 이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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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니다. 우리는 피넬라스 지역사회 교회에서 이웃 주민과 선샤인 시티 전역의 

사람들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립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회 검사소는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물품을 제공합니다.  

  

• 수술용 마스크 124,000장(50상자)  

• VTM 검사 키트 7,500개  

• 가운 7,500벌  

• 장갑 11,500벌  

• N95 마스크 7,500장  

• 안면 보호대 7,500개  

• 손 소독제 1,250갤런  

• 소독 물티슈 1,200개  

• 고글 120개  

• 폐쇄 회로 환기 장치 10대  

• 원격 보건 수요를 지원하는 아이패드(iPad) 10대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의 창립자 겸 회장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소모스의 의사들은 지난 봄에 뉴욕시에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되어 우리 삶의 터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배경을 가진 우리의 의사 중 다수가 이민자 출신이며, 

따라서 우리는 저소득, 이민자, 소수자 지역사회가 탬파-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선 벨트 지역 전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Cuomo 주지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의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 전문가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검사소는 다른 도시와 주가 전국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전달하는 물품 외에도 뉴욕은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면서 약 250,000개의 PPE 및 시험 자료를 다른 주정부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조지아주 사바나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에 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텍사스주 휴스턴의 코로나19 핫스팟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에 

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3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검사 및 접촉 추적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코로나19 약물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joined-savannah-mayor-van-r-johnson-announces-new-york-state-establish-two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establishes-two-church-testing-sites-houston-covid-19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will-deploy-testing-and-contact-tracing-teams-atlant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will-deploy-testing-and-contact-tracing-teams-atlant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will-deploy-testing-and-contact-tracing-teams-atlanta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send-covid-19-medication-remdesivir-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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