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최근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검사 스와트팀을 배치하고 

웨스턴 뉴욕에 새로운 임시 검사소를 발표  

  

어제 5월 이후 웨스턴 뉴욕에서 처음으로 100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어  

  

15분 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무료 신속 검사소 개설  

  

 지역 전역의 8개의 임시 검사소가 토요일에 개시  

  

일정을 예약하려면 833-NYSTRNG로 전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에 검사 스와트(SWAT) 팀을 배치하여 이 

지역의 최근 코로나19 사례 증가를 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팀은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Erie County Medical Center, ECMC) 및 

가톨릭 헬스(Catholic Health)와 협력하여 지역 전역에 무료 신속 검사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8곳의 새로운 검사소가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검사소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모든 거주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833-NYSTRNG(697-8764)에 전화하여 잡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50대의 빠른 검사 기계를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모든 검사는 무료이며 바이러스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접촉 추적 노력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는 주의 신호를 보내고 이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감염률은 어제 2%였으며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스와트팀을 배치하여 아봇(Abbott) 

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8개 검사소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말 

그래도 당일 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웨스턴 뉴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파트너인 칼레이다 헬스,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 및 카톨릭 헬스의 지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8곳의 새로운 검사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레반 그라이더 커뮤니티 센터(Deleavan-Grider Community Center)  



 

 

877 E. Delavan Ave.  
Buffalo, NY 14215  
  

트루 베델 밥티스트 교회(True Bethel Baptist Church)  

907 E. Ferry St.  
Buffalo, NY 14211  
  

노스웨스트 버펄로 커뮤니티 센터(Northwest Buffalo Community Center)  

155 Lawn Ave.  
Buffalo, NY 14207  
  

던커크 파이어 머피 훈련장(Dunkirk Fire Murphy Training Grounds)  

665 Brigham Road  
Dunkirk, NY 14048  
  

뉴욕 주립 대학교 ECC 노스(SUNY ECC North)  

6205 Main St.  
Williamsville, NY 14221  
  

비질란트 파이어 홀(Vigilant Fire Hall)  

666 Main St.  
West Seneca, NY 14224  
  

존 A. 듀크 시니어 센터(John A. Duke Senior Center)  

1201 Hyde Park Blvd.  
Niagara Falls, NY 14301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YWCA(YWCA of the Niagara Frontier)  

32 Cottage St.  
Lockport, NY 14094  
  

웨스턴 뉴욕의 코로나19 검사 양성 사례는 9일 연속 1% 이상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일일 

평균 신규 사례 수는 현재 하루 70건이며 6월 중순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오늘까지 53건이 

발생한 셔터쿼 카운티의 식품 가공 공장을 포함하여 일부는 클러스터에 의한 것이지만, 

지역사회 전파의 증거도 있으며 이 검사 노력을 이를 감지 및 제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칼레이다 헬스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Jody Lom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훌륭한 

예입니다. 이번 주말에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주지사의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웨스턴 뉴욕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보건 시스템,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를 원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 코퍼레이션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Thomas J. Quatroche J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는 웨스턴 뉴욕의 주민들과 일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헌신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이고 숙련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 빠른 검사소의 활성화를 지원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칼레이다 헬스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우리는 동료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 위생 시행과 같은 중요한 예방 조치를 계속 준수하여 가족, 

친구 및 이웃을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톨릭 헬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 Mark Sulli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효과적인 

검사 및 접촉 추적 능력은 주 및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웨스턴 

뉴욕의 코로나19 양성 사례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공유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장소에서 

무료로 빠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제공하여 계속해서 확산을 늦추고 이 지역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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