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4th, 2022

UNION PLAZA CARE CENTER
33-23 Union Street, Flushing, NY 11354

Dear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We have tested all residents and all staff members.
As you know, we have worked from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to try to keep those we suspected of having the
virus separated from those residents who did not appear to have symptoms.
We thank all of you for your cooperation in our making the necessary room and unit changes.

5 total resident positive case – 0 are recovered. *There is 6 COVID+ staff members 0 recovered.
Please be assured that if your loved one tests positive you will be called individually by your nurse and/or physician.
If you have not been called, it means that your loved one is stable at this time.
Rest assured those staff members do not interact with residents.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 Administration
가족 여러분들께, 저희 유니온플라자는 이제 Covid-19 테스트 키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환자분들을 테스트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유니온 플라자는 발병초기부터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들로 부터 증상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을 분리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방 변경과 유닛 변경하는 데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주간, 저희 유니온플라자에서는 총

0

분의 부고가 있었고 그 중 몇분은 Covid-19 이었고 또 다른 몇분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결과 확진으로 나온 환자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5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0 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6 명은 회복되었고, 1 명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Covid-19 결과 확진으로 나온다면 간호사 또는 의사로부터 연락을 바로 받게 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의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환자분들이 지금은 Covid-19 로부터 안전한 상태입니다.
어려운시기에 협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부
親愛的家屬和親人們，
現在，我們已獲取 COVID-19 測試材料，並已開始測試更多院民。如您所知，我們從疫情爆發開始就努力將那些我們
懷疑具有這種病毒的院民與那些沒有症狀的院民分開。感謝您在我們進行必要的房間和樓層之間更改方面的合作。
在過去的

5 天中，該院內總共 位已復原，其中 0 位員工測試陽性 6 位已復原。我們目前還有幾位院民的測試結果

呈現陽性。 請放心，如果您所愛的人的測試結果呈現陽性，您家人所在的樓層護士長和/或是醫師將會單獨打電話給
您。 如果沒有打電話給您，則表示您所愛的人目前處於穩定狀態
我們再次感謝您在這些困難時期的支持與合作。- 行政部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