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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DR. ZUCKER 주주주주 보건보건보건보건 커미셔너의커미셔너의커미셔너의커미셔너의 DR. CRAIG SPENCER의의의의 퇴원에퇴원에퇴원에퇴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성명성명성명성명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오늘은 극도로 신중하게 적절히 준비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날입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을 대표하여 저는Spencer 박사의 회복 소식을 듣고 크게 안심하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끔찍한 전염병 에볼라의 최일선에서Spencer 박사가 인류를 위해 중요한 

영웅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는 에볼라 환자 치료와 관련해 댈러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시정부 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Spencer 박사의 경우는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pencer 박사를 병원으로 처음 우송한 

응급요원에서부터 뉴욕주와 뉴요시 보건부 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Spencer 박사의 치료 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Spencer 박사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Bellevue Hospital의 

헌신적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뉴욕의 에볼라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뉴욕주 전역에 마련된 10곳의 에볼라 치료 센터 중의 하나로 Bellevue 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병원은 특별히 공중 보건을 도모하고 에볼라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llevue의 

보건 전문가들은 최고 소준의 전문성으로 이러한 계획을 완수하였고, 그 결과, Spencer 박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대리 Howard Zucker, M.D., J.D.의 성명서: 

 

“지난 몇 주 동안 Craig Spencer박사의 치료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ellevue 

팀은 뛰어난 의료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Spencer 박사 치료의 성공은 에볼라 퇴치에 대한 세심한 

기획의 효용성을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Spencer 박사의 치료와 회복은 뉴욕주가 공중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치명적인 전염병 확산 예방에 성공할 것임을 전 미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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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Spencer 박사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Spencer 박사께서는 본인이 에볼라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본인의 직분에 

따라 에볼라 전쟁의 최일선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몸을 

사리기보다 에볼라 방역을 위해 나서 용감하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어떠한 지원이든 계속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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