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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CUOMO가
가 에볼라 환자 치료에 지정한 두개의 추가 병원 발표

지금 잠재적인 에볼라 환자를 위한 치료에 지정한 Erie 카운티 의료 센터와 Buffalo 여성 및 어린이
병원

주지사 Andrew M. Cuomo가 오늘 두개의 추가 병원-Erie 카운티 의료 센터 (이하 ECMC)와 Buffalo
여성 및 어린이 병원 (이하 WCHOB)-에서 잠재적 에볼라 환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에
동의하였고 이로써 전 주의 에볼라 환자 치 료 병원은 10개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공중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Cuom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주에서 에볼라 치료 센터로 지정된 기타 8개 병원과 함께 추가된
2개 병원은 뉴욕에서 준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지정된 치료 센터의 목록을 확 장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저희가 에볼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에서 에볼라 억제를 준비하고 뉴욕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뉴욕 주 담당 위원 Dr. Howard Zucker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정된 센터 이외에도, 저희는 계속하여 모든 병원들과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는 적절한
프로토콜로 의심이 가는 에볼라 상황을 확인하고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뉴욕의 에볼라 대책계획 의 일부분으로, 주에서는 공중 건강 및 주민들의 안전, 이 질병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 에볼라 계혹은 전체 주의 지정된 병원-에볼라 환자들
분리, 신원확인 및 치료 장비를 갖춤)-에서 모든 에볼라 상황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다음 10개의 병원들에서 잠재적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지정 된 것에 이미
동의하였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더 많은 병원을 추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 Manhattan의 Bellevue
• Erie 카운티 의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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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의 Montefiore
Mt. Manhattan의 Sinai
Manhattan의 New York Presbyterian
Nassau 카운티의 North Shore 의료체계
Syracuse의 Upstate University Hospital

• Rochester의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 Long Island의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
• Buffalo의 여성 및 아동병원

지정된 에볼라 병원은 환자들에게 특수한 중환자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과 대학 들과 제휴한
지역 외상 치료 전문 센터입니다. 지정된 에볼라 치료 센터는 에볼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적절하고 신속히 확인하고 분리하고 진단하고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전체 병원들의 수요를
줄여주지 않습 니다.
이달 초, 주지사 Cuomo와 New Jersey 주지사 Chris Christie는 JFK와 Newark 국제공항에서 에볼라에
대한 추가 심사 프로토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의 추가적 심사 프로토콜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들에게 의료 봉사를 제공한 모든 의료인들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기니) 중 하나의 국가에서 에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개인들에 대한 검역 의무화를 포함하였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또한 시장 de Blasio와 함께 뉴욕 주와 뉴욕 시에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서아프리카에 여행할 것을 권장하고 이 질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볼라 환자 치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장려금과 기타 고용 보호의 프로그램을 생성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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