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SUNY 캠퍼스에서 신규 검사소 운영 시작 발표  

  

10곳의 검사소가 이번 주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확대 예정  

  

시러큐스 대학은 캐리어 돔에 검사소 설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및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 및 

시러큐스 대학교 캠퍼스에서 1월 3일부터 10곳의 신규 검사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향후 더 많은 대학교 캠퍼스 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가능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UNY 캠퍼스와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이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 전역에서 

검사를 확대합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고 2차 백신도 맞고 부스터 샷도 접종하여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킵시다."  

  

SUNY 검사소와 더불어, 시러큐스 대학교는 캐리어 돔(Carrier Dome)에 검사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검사소는 1월 4일 내일 운영을 시작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4,000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위군(National Guard) 인력이 운영을 보조할 것입니다.  

  

정확한 지역 및 운영 시간은 향후 프로그램 개시에 따라 발표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운영 

시작 예정인 SUNY 검사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Binghamton University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Plattsburgh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Cortland 지역사회 검사소  

• University of Buffalo 지역사회 검사소  

• Buffalo State College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Oswego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Oneonta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Albany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Stony Brook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Purchase 지역사회 검사소  

  

보건 커미셔너 대행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추가 

검사소 설치에 협력해주신 SUNY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되었을 때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키고 지역사회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Kent Syverud 시러큐스 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러큐스 대학교가 

검사 역량 확대를 위해 주정부 및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검사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공공 보건팀 및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시러큐스 대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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