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뉴욕 전역에 6곳의 주정부 운영 검사소 

신규 설치 발표  

  

1월 4일 화요일에 검사소 개설 - 여기에서 예약 가능  

  

수요일에 주 전역에 걸쳐 13개의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소를 개설한다는 주지사의 

발표(여기)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증가하는 가운데 6곳의 주정부 

운영 검사소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소는 수도권,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허드슨 밸리, 웨스턴 뉴욕 지역 전역에서 검사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추가적으로 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 전역에서 검사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의 모든 

지역에서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추가적인 검사소가 필요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근처 검사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소는 현재 모든 장소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2022년 1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운영 시작에 맞추어 모든 검사소에서 신속한 항원 검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여기에서 검사를 예약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약속 후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직접 내방하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보건부 부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주 전역에 빠르고 접근하기 쉬운 검사소를 확장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WellHealth와 협력하여, 이 6곳의 새로운 

검사소는 뉴욕 시민들에게 훨씬 더 빠른 테스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속한 테스트는 

겨울철 급증과 싸우고 지역사회를 확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툴킷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검사소를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운트 

버논에 위치한 그레이스 침례교회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소를 확장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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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약속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웨스트체스터와 뉴욕 전역에 검사소를 

추가하는 것이 상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진보에서 약간 뒤쳐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휴 동안 완전히 개방되기를 

바랐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리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만큼이나 시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최근 단계를 헤쳐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 받고, 부스터샷을 맞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WellHealth 최고경영자이자 의료 책임자 그리고 Well Health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인 Abdul-Ahad Hayee 의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쉽고 접근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소를 찾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및 보건부와 

협력하여 이미 많은 다른 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과 같이 주 전역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뉴욕 지역사회에 6곳의 새로운 검사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님이 뉴욕시민들이 테스트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준 그녀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4일 모든 검사소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수도권 지역 

검사소는 예외적으로 오후 7시까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1월 4일 이후 검사소는 정규 

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새로운 검사소 및 운영 시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  

Crossgates Mall(이전 Ruby Tuesday 위치)  

1 Crossgates Mall Road  
Albany, NY 12203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Central New York  
CNY Regional Market F Shed  
2100 Park Street  
Syracuse, NY 13208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Finger Lakes  

YMCA 칼슨 메트로센터  

444 E Main Street  
Rochester, NY 14604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허드슨 밸리  



그레이스 침례교회  

52 S 6th Avenue  
Mount Vernon, NY 10550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패트리어트 힐스 골프 클럽  

19 Club House Lane  
Stony Point, NY 10980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웨스턴 뉴욕  

노스웨스트 버팔로 커뮤니티 센터  

155 Lawn Avenue  
Buffalo, NY 14207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주 전역의 추가 검사소를 계획하는 동시에 검사소 관련 정보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인근 검사소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llHealth 소개  

  

WellHealth는 테스트 요구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관리 및 치료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배포되고 손을 떼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Turnkey Covid Care'를 제공합니다. 

WellHealth는 강력한 기술을 통해 쉽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테스트 및 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견인합니다. WellHealth 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고유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환자 인구에 포괄적인 의료 및 안전 조치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Well Health는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11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매일 수만 건의 테스트를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Well Health는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뉴저지, 

애리조나, 노스 캐롤라이나, 캔자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현재 뉴욕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미 전역에 걸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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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