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MTA가 일선 근무 직원들을 위한 자발적 코로나19 선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  

  

첫 선별 단계에서 뉴욕시 교통, LIRR, 메트로 노스, 브리지 앤 터널 등의 일선 근무 직원 

2,000명에게 현장 순환 검사소, 의료 평가 및 직업 보건국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무료 

코로나 검사 제공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노스웰 헬스-고헬스 어전트 케어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무료 

검사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일선 근무 직원을 위해 자발적 코로나19 선별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이니셔티브에 따라, 뉴욕시 교통(NYC Transit),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메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 브리지 앤 

터널(Bridge and Tunnels)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 현장 검사소, 의료 평가소, 직업 안전국 

센터 등에서 무료 코로나 검사가 제공합니다. 최대 2,000명의 MTA 일선 근무 직원이 

프로그램 첫 단계를 통해 매주 선별 검사를 받으며, 이는 미국 최초로 운송 근로자에게 

진행되는 선별 이니셔티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운송 부문 일선 근무자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뉴욕 주민에게 매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지탱해주었듯이 우리 역시 반드시 이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발적 선별 프로그램은 뉴욕이 가진 전국 최고 수준의 코로나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우리의 일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새로운 검사 프로그램은 세 단계 접근법을 채택하며 일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1. 현장: 현장 검사는 뉴욕주에서 지정한 핫스팟 및 집단감염 구역을 기반으로 MTA 

직업 보건 서비스국(Occupational Health Services)이 판단한 버스 데포, 지하철 

및 철도 조차장 등 현장에 순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의료 평가 센터(Medical Assessment Center, MAC) 및 산업 보건 

서비스국(Occupational Health Services, OHS) 시설: 자발적 검사는 또한 MAC 

또는 OHS 시설 방문을 예약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3.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진행 중인 기존 파트너십: 또한 뉴욕 대도시 

전역에 위치한 노스웰 헬스-고헬스(Northwell Health-GoHealth) 긴급 진료 

센터에서 MTA 직원들은 무료 진단 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는 직원 안전 

보호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19 선별 프로그램은 전례 

없는 이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의 직원들은 뉴욕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MTA의 Patrick Warren 최고 안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전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 필수적 

프로그램 참여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무증상 전염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도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MTA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송 노동 조합 로컬 100(Transport Workers Union, TWU Local 100)의 Tony Utan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요구해왔던 선별 프로그램이며, TWU 

로컬 100 구성원을 2차 확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일보 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 검사 및 선별을 실시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강 항공 철도 운송 노조(Sheet Metal, Air, Rail and Transportation Workers, 

SMART)의 Anthony Simon 총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사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를 탐지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팬데믹 기간 중 영웅처럼 봉사해 온 

근면한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실현한 다음 단계의 조치입니다. 

SMART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실행에서 MTA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합동 운송 연합 로컬 726(ATU Local 726)의 Danny Cassell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주신 주지사와 MTA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선별 또는 체온 검사 등 모든 검사는 직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좋은 일입니다."  

  

국제 트럭운전자 연대(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IBT)의 F. Christophe 

Silvera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BT는 모든 MTA 직원들에게 무료로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기 위한 MTA의 노력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잦은 

검사의 실시가 직원 보건 및 복지 및 그 가족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질병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뉴욕주 및 시 보건 관계자, 공중 보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위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실시할 MTA, 



 

 

바이오레퍼런스 래브라토리스(BioReference Laboratories),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Quest Diagnostics) 등과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진정한 합동 

노력이며 열심히 일하는 철도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MTA는 바이오레퍼런스 래브라토리스 및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와 협력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는 일선 인력의 최대 15 퍼센트에 대한 검사 

실시를 우선 순위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목표에는 일주일 당 2,000명의 직원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선별 프로그램(COVID-19 Screening Program)은 지정된 현장 

검사소, MAC 및 OHS 시설에서 시행되며, 향후 몇 주에 걸쳐 추가 장소를 결정하고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MAC 또는 OHS 시설 

방문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바이오레퍼런스 래브라토리스의 상임 대표인 Jon R. Cohen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이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의 직원 보건 프로그램 상임 대표인 Wendi S. Ma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질의 코로나19 검사는 우리의 일선 근로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뉴욕의 MTA 직원들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세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이그노스틱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얻은 통찰을 제공하여 뉴욕 MTA의 영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방식이며 비강에 면봉을 삽입하는 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참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해당 시간 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11월까지 다음의 장소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 이스트 뉴욕 버스 데포(East New York Bus Depot)  

• 플랫부시 버스 데포(Flatbush Bus Depot)  

• 재키 글리슨 버스 데포(Jackie Gleason Bus Depot)  

• 울머 파크 버스 데포(Ulmer Park Bus Depot)  

• 베이슬리 파크 버스 데포(Baisley Park Bus Depot)  

• 케이시 스텐겔 데포(Casey Stengel Depot)  

• 칼리지 포인트 데포(College Point Depot)  

• 파 로커웨이 데포(Far Rockaway Depot)  

• 자메이카 데포(Jamaica Depot)  

• JFK 데포(JFK Depot)  



 

 

• 라구아디아 데포(LaGuardia Depot)  

• 퀸즈 빌리지 데포(Queens Village Depot)  

• 스프링 크릭 버스 데포(Spring Creek Bus Depot)  

• 프레시 폰드(Fresh Pond)  

• 그랜드 애비뉴(Grand Avenue)  

• 이스트체스터 데포(Eastchester Depot)  

• 건 힐 데포(Gun Hill Depot)  

• 킹스브리지 데포(Kingsbridge Depot)  

• 웨스트 팜스 데포(West Farms Depot)  

• 용커스 데포(Yonkers Depot)  

• 마더 클라라 헤일 데포(Mother Clara Hale Depot)  

• 맨해튼빌 데포(Manhattanville Depot)  

• Michael J. Quill  

• 터스키기 에어멘(Tuskegee Airmen)(100번가)  

• 캐스틀턴 데포(Castleton Depot)  

• 찰스턴 데포(Charleston Depot)  

• 메레디스 데포(Meredith Depot)  

• 유콘 데포(Yukon Depot)  

• 의료 평가 센터 1(Medical Assessment Center 1)  

• 의료 평가 센터 3(Medical Assessment Center 3)  

• 의료 평가 센터 5(Medical Assessment Center 5), 코니 아일랜드 야드(Coney 

Island Yard)  

• OHS 그레이바 시설(OHS Greybar Facility)(MNR)  

• OHS 미네올라 시설(OHS Mineola Facility)(LIRR)  

• 207번가 야드(207th Street Yard)  

• 힐 사이드 야드(Hillside Yard)(LIRR)  

• 크로턴 하몬(Croton-Harmon)(MNR)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은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거나 현장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정보는 뉴욕주 보건부 또는 뉴욕주 코로나19 핫라인(NYS COVID-19 Hotline) 1-

888-364-3065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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