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가 퀸스버리에 주 백신 접종소 재개장을 발표 

 

접종소에서 코로나19 감염 테스트 또한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가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률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 퀸스버리에 12월 1일(수요일)에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재개장할 것이라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접종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역시 제공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실내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검사는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검사를 받으시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 전역에서 접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퀸스버리 접종소는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접종소는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 검사를 하며, 화요일, 목요일 및 토요일에는 접종을 합니다. 접종 

예약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방하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격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린 누군가와 접촉한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퀸스버리 접종소는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를 무증상자들에게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 접종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검사 표본을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1차 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2F%23_blank&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d115f46ec84cd99dec08d9b378242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81516101109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2Fablp8fq66ALURkk%2BByAQw5suomTFTSubOdfzn2To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ronavirus.health.ny.gov%2Fcovid-19-testing&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d115f46ec84cd99dec08d9b378242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815161011096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rROjb%2Bpbpz%2F5BmfugtDhWsuGTzOkWilhkFuSaMFxHQ%3D&reserved=0


퀸스버리 접종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즉각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가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 샘플을 보내 처리해야 하는 PCR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하루 또는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레퍼런스(BioReference) 환자 포탈입니다 -

 https://www.bioreference.com/patient-portal/. 

 

워런 카운티 감리위원회 여성 의장인 Rachel Se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런 

카운티를 대표하여, 저희는 뉴욕주가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에이비에이션 몰(Aviation 

Mall)에 재개장하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올해 초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접종소에서 많이 필요한 검사소를 추가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바로 여기 워런 카운티에 이들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워싱턴 카운티 감리위원회 의장 Sam Hall 및 

그의 직원과 함께 하는 저희 두 카운티의 백신 교육 캠페인은 뉴욕주 카운티 협회 및 

카운티 의장님들, 저희 전 지역의 공공 보건 책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런 팀의 노력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서의 이런 

간극을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의 염려를 경청하시고 저희 노스 카운티에 신속한 도움을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이용 가능한 접종 및 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 거주민들로부터 매일 그 사실을 들었으며 가급적 빨리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워싱턴 카운티 감리위원회 의장 Sam H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워런 

카운티에서 저희 이웃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지사님의 지원 및 

많이 필요한 백신 접종과 검사를 위한 접종소를 퀸스버리에 재개장한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공 보건 팀이 부지런히 백신 접종 의료기관 보유를 계속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서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접종 및 검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접종 및 검사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공공 보건 팀이 카운티 전역에서 보다 

지역사회 친화적인 의료기관에서 탈피하려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뉴욕주의 대규모 접종소는 5세 이상 유자격 뉴욕 시민에게 열려 있으며, 12세 

이상 사람들은 모든 접종소에 내방 접종시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5세-11세 아동 그룹에게 필요한 정보는 저희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진료소에 예약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앱 또는 1-833-NYS-4-VAX로 전화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보건부, 약국, 의사 또는 병원에 연락하여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예약 일정을 

잡거나 vaccines.gov를 방문하여 가까운 장소의 백신 예약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11세 어린이를 위한 백신 예약을 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은 자녀의 소아과 의사, 

가정의, 카운티 보건국, 연방 공인 보건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농촌 보건소 또는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약국에 연락하시기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bioreference.com%2Fpatient-portal%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d115f46ec84cd99dec08d9b378242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8151610120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2BuwXE1VPrDB3SWw4oX70YjMgIE918CE9qGe4s6ky5g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2F%23_blank&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d115f46ec84cd99dec08d9b378242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8151610120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XyXOl5MeNWpmmBsAKXe92mnzkoBG1DXePPZWa4LN9d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2F%23_blank&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7d115f46ec84cd99dec08d9b378242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815161013087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shkYpRObw6HLG8sXQZ5pLwVYStKapSVDiwhjGxNiK20%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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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부모님들과 보호자는 vaccines.gov를 방문하거나, 438829로 본인의 

우편번호를 문자로 입력하거나 1-800-232-023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만 승인이 되었고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이 연령대에 대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접종소에서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정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이 연령대의 부모님들과 보호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리소스를 보려시면 부모님 및 보호자를 위한 신규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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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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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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