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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신규 무료 신속 검사소 세 곳이 수요일 오네온타에서 개장한다고 발표  

  

SUNY 오네온타의 학생 가운데 수많은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임시 검사소 개장  

  

세 곳의 무료 신속 검사소가 수요일 운영 시작  

  

웨스턴 뉴욕에서 신속 검사 진행 중  

  

모든 검사소 예약은 전화 833-NYSTRNG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옷세고 카운티 오네온타시에 세 곳의 신규 임시 신속 

검사소가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이후, 

검사소는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해당 검사소는 

학생들 사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오네온타에 SWAT 팀을 배치하겠다는 주지사 계획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정부 조치는 집단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NY 오네온타 캠퍼스에서 대면 모임을 

2주간 중단하겠다는 Jim Malatras SUNY 총장 발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소는 바셋 

헬스케어(Bassett Healthcare)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어 신규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 및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무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네온타에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im Malatras SUNY 총장은 2주 동안 캠퍼스를 폐쇄하겠다는 올바르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주정부는 오네온타시 전역으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검사 SWAT 팀을 파견하여 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 사태는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학이 문을 열면 학생들이 모여들고 군집이 생기며 

사회화하면서 감염률이 증가합니다. 대학 행정처가 엄격하게 대응하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지라도 감염률이 올라간다면 대학의 문을 닫고 원격 학습을 시행해야 

합니다."  

  

Jim Malatras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로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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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역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지역사회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곳의 검사소가 있습니다.  

  
Oneonta Armory  
4 Academy St  
Oneonta, NY 13820  
  
Foothills Performing Arts and Civic Center  
24 Market St  
Oneonta, NY 13820  
  
St. James Church  
305 Main St  
Oneonta, NY 13820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833-NYSTRNG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네온타 시의 Gary Herzig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오네온타 학생 사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오네온타에 적절한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주신 Cuomo 주지사 및 SUNY에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진 것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외로 집단 감염이 퍼져 

나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8개 검사소를 통해 신속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주자는 833-NYSTRNG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8월 27일 웨스턴 뉴욕에 검사 SWAT 팀을 배치하여 이 지역의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8 개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Deleavan-Grider Community Center  
877 E. Delavan Ave.  
Buffalo, NY 14215  
   
True Bethel Baptist Church  
907 E. Ferry St.  
Buffalo, NY 14211  
   
Northwest Buffalo Community Center  
155 Lawn Av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loys-testing-swat-team-and-announces-new-temporary-testing-sites-western-new


 

 

Buffalo, NY 14207  
   
Dunkirk Fire Murphy Training Grounds  
665 Brigham Road  
Dunkirk, NY 14048  
   
SUNY ECC North  
6205 Main St.  
Williamsville, NY 14221  
   
Union Fire Company  
1845 Union Road  
West Seneca, NY 14224  
   
John A. Duke Senior Center  
1201 Hyde Park Blvd.  
Niagara Falls, NY 14301  
   
YWCA of the Niagara Frontier  
32 Cottage St.  
Lockport, NY 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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