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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조지아주 사바나 시의 코로나19에 대한 싸움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

주지사는 뉴욕주 대표단, Van R. Johnson 사바나 시장 및 사바나 보건의료팀과 함께
팬데믹 퇴치를 위한 모범 관행에 대해 원탁회의를 개최
Cuomo 주지사: "제가 지금보다 젊고 건강했던 때에, 뉴욕주가 정점을 지나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제가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서 한 약속이었으며,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Cuomo: "연방 정부는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여전히
과학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연방 정부는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저는 첫날부터 대통령에게 이 바이러스는 정치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사학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정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학에만 반응합니다. 뉴욕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학에 따랐습니다. 숫자를 기반으로 다루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Van Johnson 시장 및 그의 팀과 오늘 만날 것이며, 그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머물며 우리가 해낸 일을 이야기하고 검사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개인 보호 장비 및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위원들은 오늘 조지아주
사바나로 출발하였으며, 양성 사례와 입원이 급증하는 도시의 코로나19에 대한 싸움을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는 사바나에서 뉴욕주 대표단, Van R. Johnson 사바나 시장,
사바나 보건의료팀과의 원탁회의를 주최하여 검사 및 접촉 추적 업무 설정 방법을
포함하여 팬데믹 퇴치를 위한 모범 관행을 논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녁
올버니로 돌아옵니다.
뉴욕 대표단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Robert Mujica 예산 담당관

•
•
•
•
•

Jim Malatras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총장
Gareth Rhodes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차관 및
특별 고문,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원
Larry Schwartz 전 주지사 비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원
Lisa Pino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집행 부커미셔너
Edgar Santana 다운스테이트 지역 문제(Downstate Regional Affairs) 디렉터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바이러스로 최악의 시기를 보낼 때, 전국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이 무서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도왔으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지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도시와 주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방
정부는 아직 이 바이러스를 부정하고 있으며,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이 바이러스를 다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주, 시장, 주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은
여전히 검사, 추적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있는 Van Johnson 시장과 그의 팀을 만나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검사 및 추적 프로그램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개인 보호 장비 및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입니다."
뉴욕주는 다른 도시와 주가 전국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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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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