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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VAN R. JOHNSON 사바나 시장과 합류해 뉴욕주가 사바나 코로나19 

핫스팟의 교회 두 곳에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발표  

  

템플 오브 글로리 지역사회 교회 및 킹덤 라이프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검사소에서 

하루에 최대 500회 검사 제공  

  

거주자는 833-693-6742번으로 전화하여 검사를 예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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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팬데믹과의 싸움을 위한 최선의 관행에 대한 뉴욕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와 사바나 

보건의료팀과의 회의에 따른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조지아주 사바나의 코로나19 핫스팟에 두 

곳의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템플 오브 글로리 지역사회 교회(Temple of 

Glory Community Church)와 킹덤 라이프 크리스천 펠로우십(Kingdom Life Christian 

Fellowship)에 위치한 검사소들은 하루에 최대 500회 검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검사소 모두 영향을 많이 받은 소수자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의 

내용을 Van R. Johnson, II 사바나 시장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가장 심하게 급증한 코로나19와 싸울 

때, 전국의 주는 관대하게 수요가 높은 소모품, 자원 및 인력을 제공했으며, 우리는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이 호의를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전국의 도시와 주를 돕고자 하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위대한 도시 사바나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소수자 지역사회를 위한 두 곳의 검사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비전을 빨리 현실로 이루기 위해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신 병원의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Van R. Johnson, I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바나는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과학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저희의 결심은 뉴욕주와의 흥미로운 새 

파트너십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검사 수용량과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팀이 이 파괴적인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꺼이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검사소는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의 전문 지식과 자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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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로폼 쿨러 2.5 팔레트  

• 손 소독제 1,250갤런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 회장 겸 설립자인 Ramon Tallaj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특히 전국의 취약한 지역사회의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시에서 다양한 인구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한 우리의 경험은 사바나의 노력에 자산이 될 것이며, 이 치명적인 질병과 

계속 싸우기 위한 Johnson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발표 전에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팀은 Johnson 시장 및 사바나 보건의료팀과 

회의에서 뉴욕의 모범 관행을 공유했으며 두 팀 간의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뉴욕은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했으며, 주 

정부는 전국의 다른 도시 및 주와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검사  

• 추적  

• 병원 수용 인원  

•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 장비  

• 인력 충원  

• 지역 조정(이웃 주와의)  

•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  

• 단계적, 데이터 기반 재개  

  

사바나 검사소는 다른 도시와 주가 전국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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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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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covid-19-medication-remdesivir-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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