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MTA 지하철역에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소 4곳 발표  

  

임시 검사소, 코로나바이러스 겨울철 급증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1월 11일부터 125번가(A/B/C/D 노선) 및 베프코트 파크(B/D 노선)에서 직접 방문 검사 

이용 가능  

  

1월 12일부터 퀸즈 플라자와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에서 이용 가능  

  

12월 시점에서 7개 지하철역에서 검사 서비스 이용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다음 주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지하철역 임시 백신접종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직접 방문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7개 지하철역에서 이러한 

추가 테스트 기회가 제공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겨울철 급증 

사례와 계속 싸우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상기할 때 저희는 여러분이 

지하철이 안전하고 많은 역에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테스트는 쉽고 빠릅니다. 따라서 검사소에 방문하고 이 쉬운 방법을 이용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세요."  

  

직접 방문 PCR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  

• 맨해튼: 125번가 역(A/B/C/D 노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 브롱크스: 페드포트 파크역(B/D 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1월 12일 수요일부터 시작  

• 퀸즈: 퀸즈 플라자 역(E/M/R 노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용 가능  

•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스틸웰 역(D/F/N/Q 노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직접 방문 PCR 테스트는 현재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 타임스퀘어-42번가(맨해튼),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맨해튼),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용 

가능  

• 펜역(맨해튼),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용 가능  

• 브로드웨이 정션역(브룩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 E. 180번가(브론크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 루즈벨트 애비뉴(퀸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  

• 자메이카-179번가(퀸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용 가능  

  

Hakeem Jeffri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겨울철 급증 사례가 뉴욕시와 주 전역에 퍼지면서, 가장 좋은 

방어책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역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 역에서 직접 방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driano Espaillat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료, 접근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초석이며, 이는 뉴욕시를 집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뉴욕 제13의회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고, 

SOMOS, MTA와 협력하여 추가 검사소 두 곳을 개설해 주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2년처럼 이 급증 사례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Carolyn Malone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극단적인 전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은 미국이 팬데믹과 싸우는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 전역에 검사소를 늘리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평일 저녁 통근 시간에 퀸즈 플라자역에 새로운 임시 검사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Michael Gianar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웨스턴 퀸즈에서 테스트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검사소를 마련해 주어 기쁘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양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포드햄 지역은 47% 이상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안전과 현재의 코로나19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 

전역에 백신 접종소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베드포드 파크 역에 절실히 

필요한 검사소를 확보하고 모든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테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와 주지사 

산하 모든 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maal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례 급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지역사회,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긴급한 검사 

자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브롱크스 베드포드 

파크 역을 포함한 지하철역에 추가 직접 방문 검사소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거주민들이 

테스트에 보다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검사 역량을 높이고 뉴욕 시민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도록 신속하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Diane Savino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브루클린 시민들을 위한 

테스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력과 도움을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니 아일랜드 웨스트 엔드와 씨게이트는 종종 간과되었으며, 이 절실히 

필요한 임시 검사소는 많은 허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Mathylde Frontu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브루클린이 계속해서 높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률에 직면함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뉴욕 시민들은 긴 줄과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오랜 대기 

시간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와 주지사 산하 팀이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검사소를 포함하여 브루클린에 필요한 검사소를 설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소는 코로나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이점을 활용하고 테스트를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Cathy Nol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퀸즈 지역의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검사소를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재고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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