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즈니스 및 케이터링 행사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 개시 발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 신속 검사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  

   

현재 뉴욕에 업무를 진행하는 11개의 초기 검사소는 하루에 5,000건 이상의 검사 수행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New York Forward Rapid Test Program)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된 

이 고유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주정부가 경제 부문을 계속 재개함에 따라 향상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검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뉴욕시에서 업무를 시작할 11개의 초기 검사소는 하루에 5,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에 뉴욕시 및 주의 기타 지역에서 추가 

검사소가 열릴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전반에 걸쳐 

우리는 감정과 정치적 수사보다 과학에 의존하여, 뉴욕의 공중보건 및 경제 난관을 

탐색하는 데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검사가 팬데믹 후 

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검사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며 이룬 놀라운 진전을 후퇴시기지 않고 경제의 재개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은 시내에 위치한 검사소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주 경제와 뉴욕주의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21년 주 시정연설 어젠다의 일환으로 발표한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전 세계 팬데믹 이후 경제를 재개하고 

뉴욕을 전진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공공 민간 파트너십 중 하나입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REBNY) 회장 James Whe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예방 접종 및 신속한 검사 노력에 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이 뉴욕을 강력한 회복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주지사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재개하고 주 전체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공공 민간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와 그 회원들은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에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Cuomo 

행정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속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보다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뉴욕이 경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보호와 신뢰의 추가 장치를 제공하며 

검사에 따른 주정부의 용량 제한을 늘릴 미래의 지침을 예상합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3월 15일의 주 지침에 따라 사회적 모임 한도를 초과하는 케이터링 행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고객은 행사 전에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보건부는 사전에 행사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50%의 수용 인원 제한이 있으며, 행사에 

1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검사 제공업체는 30달러 이하의 신속 검사를 제공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잡고 결과를 주정부에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의 검사 비용을 줄이고 검사소 수를 늘리기 위해 

주 정부는 일부 제공업체에게 원가로 애보트 바이낙스나우(Abbott BinaxNow) 검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뉴욕 부동산 이사회, 비즈니스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및 주 전역의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여 검사 네트워크를 위해 기증할 수 있는 

상업 센터 내 빈 공간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기증된 검사소는 상업적으로 구역이 

이루어진 회랑에 있어야 하며 최소 750제곱피트의 열린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 

6개월 동안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소에는 도로 수준의 입구와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rapidtestingrealestate@esd.ny.gov에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없고 최근에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개인은 참여 장소를 방문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프로토콜의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개에 관한 모든 뉴욕 포워드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초기 검사소에서의 검사는 다음에 의해 운영됩니다.  

  

• 선정된 CVS 약국 매장 및 기타 지역의 바이오레퍼런스 

실험실(BioReference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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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검사소를 운영하는 클래리티 메드헬스(Clarity MedHealth).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이동식 검사소가 추가되어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 전역에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Quest Diagnostics)은 향후 몇 주 안에 뉴욕시 및 

주 전역의 다른 지역에 추가 검사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확인 코로나19 

분자 진단 검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파트너를 찾고 예약을 잡으려면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다음 검사 장소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New York City Police Memorial, Liberty Street and South End Ave, New 

York, NY 10282의 클래리티 메드헬스 이동식 실험실  

• Irish Hunger Memorial, Vesey Street and North End Avenue, New York 

NY 10280의 클래리티 메드헬스 이동식 실험실  

• Pier A, 22 Battery Place, 10004의 클래리티 메드헬스 이동식 실험실  

• 바이오레퍼런스, 1700 Broadway, New York, NY 10019  

• 바이오레퍼런스, 6 West 52nd Street, New York, NY 10019  

• 바이오레퍼런스, 599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22  

• CVS Pharmacy, 27 N 6th Street, Brooklyn, NY 11249의 바이오레퍼런스  

• CVS Pharmacy, 30-97 Steinway Street, Astoria, NY 11103의 

바이오레퍼런스  

• CVS Pharmacy, 1916 Williamsburg Road, Bronx, NY 10461의 

바이오레퍼런스  

• CVS Pharmacy, 2182 Broadway, New York, NY 10024의 바이오레퍼런스  

• CVS Pharmacy, 475 6th Avenue, New York, NY 10011의 바이오레퍼런스  

  

음성 검사 결과는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개인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확산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니셔티브의 스크리닝 및 검사는 

뉴욕주의 비즈니스를 더 안전하고 더 큰 수용 인원으로 재개하기 위한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기타 프로토콜에 더한 또 다른 도구입니다.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정보를 얻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뉴욕은 코로나19 위기 전반에 걸쳐 검사 능력을 개발하는 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검사소를 찾으시려면 

보건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http://ny.gov/rapidtestprogram
http://ny.gov/rapidtestprogram
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test-site-nea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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