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월 7일 뉴욕 전역에 10개의 SUNY 캠퍼스 검사소가 문을 연다고 발표  

  

1월 10일 주간에 추가로 개설되는 검사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0개의 SUNY 캠퍼스 기반 코로나19 검사소가 1월 6일부터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1월 10일 주간 열기로 예정되어 있는 두 

번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급증과 계속 싸우면서 뉴욕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는 테스트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10개의 검사소가 개설되고 다음 주말까지 추가 

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우리는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접종, 마스크 착용 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1월 6일 목요일부터 다음과 같은 검사소가 개설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예약 및 직접 방문 코로나19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SUNY Oswego 지역사회 검사소  

Marano Campus Center, Suite B2, 7060 NY-104  
Oswego, NY 13126  

1월 6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 지역사회 검사소  

Binghamton University Foundation  
10 Gannett Dr.  
Johnson City, NY 13790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Plattsburgh 지역사회 검사소  

Adirondack Hall  
51 Sanborn Ave.  
Plattsburgh, NY 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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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Cortland 지역사회 검사소  

1096 Lankler Dr.  
Cortland, NY 13045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버폴로 대학교 지역사회 검사소  

Center for Tomorrow Building  
Flint Road  
Buffalo, NY 14226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Buffalo State College 지역사회 검사소  

Alumni Center  
667 Grant St.  
Buffalo, NY 14213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Oneonta 지역사회 검사소  

Emergency Services Building, Training Room 26  
S. West Dorm Dr.  
Oneonta, NY 13820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Albany 지역사회 검사소  

Central Dining Hall  
1400 Washington Ave  
Albany, NY 12222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Stony Brook 지역사회 검사소  

1500 Development Dr.  
Stony Brook, NY 11794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SUNY Purchase 지역사회 검사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532&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176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zrfreEPuFmpDjAPR1iYwgNLQHoOfzy133kZUDpncG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496&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1760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NBj5WJy56k44NkmOyOOhSDhHHDskkVDLxM3XEjd18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256&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275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9WOGjpDKCVHxSjNv2IZnO5MxDz715faGUWzvY0SKiR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301&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275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6wUzkR7iiVq3rAu%2FSlliR2xrbLHn4iB14bqdJ6InRq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5207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3752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vS8RY3M7KE%2Bm66%2BGegZ2ZOkvstSl9NdyDzYjchGDy%2B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217&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3752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10Ce6A419%2FZLlXef92ilGxgD2sIHM9SjfL5zboxxuY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quarespacescheduling.com%2Fschedule.php%3Fowner%3D24841628%26calendarID%3D6384188&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e6ee5f647884f608fb608d9cfda772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6935948973752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cn6PZztHN7tHH2UN%2FDxabvgE7Uew1mko9MQZ3kgBFpk%3D&reserved=0


The Performing Art Center  
735 Anderson Hill Rd.  
Purchase, NY 10577  

1월 7일부터 개시, 운영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여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는 하루에 약 225건의 예약과 최대 50건의 직접 방문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유지합니다.  

  

이 파트너십의 두 번째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SUNY 캠퍼스 기반 검사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검사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UNY Geneseo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New Paltz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Potsdam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Fredonia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Brockport 지역사회 검사소  

• Farmingdale State College 지역사회 검사소  

• Morrisville State College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Canton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Cobleskill 지역사회 검사소  

• SUNY 폴리테크닉 대학교(SUNY Polytechnic Institute)  

  

이번 확장에 포함된 검사소의 개시일과 운영 시간은 며칠 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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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할 것입니다. 이 검사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검사소에서 하루에 4,000건의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주 

방위군 인력이 운영 업무를 보조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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