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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 로셸에 주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이동식 검사소 개설
Northwell 및 BioReference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동식 검사소, 현재 최대 200명, 향후
하루 최대 500명까지 검사할 예정

새로운 로셸 거주자는이동식 검사소 예약을 위해 888-364-3065번으로 전화
BioReference 연구소, 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외에도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5,000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 뉴욕에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을 때
뉴욕주의 목표 검사 횟수의 5배에 해당.

주 전역의 28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실시될 검사와 더불어 진행
뉴욕주 검사 능력을 증대하려는 주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 로셸에 주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이동식
검사소를 열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검사소는 Northwell 및 BioReference와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 최대 200명의 환자를
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하루 최대 5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동식 검사소는 위험이 가장 높은 인구의 일부 개인에 대한 검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뉴 로셸 주민들은 888-364-3065번으로 전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 현재 연방 정부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뉴욕은 검사의 구멍을 메우고 검사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orthwell과 BioReference와
협력하여 주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운영하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검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현명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더 많은
사람을 검사함에 따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 주민들은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며, 확진 건수를 더 많이 찾아낼수록
바이러스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검사소는 뉴욕주에서 검사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주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국가의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는 지점이 되어
초기 발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뉴욕주는 검사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 로셸 이동식 검사소(New Rochelle Mobile Testing Center)에서 실시되는 검사 외에도,
주정부는 BioReference 연구소(BioReference Laboratories)와 협력하여 매일 5,000건의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을 때
뉴욕주의 목표 검사 횟수의 5배에 해당합니다. 이 검사는 뉴욕이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주 밖에 있는 연구소와 주 전역의 28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실시될 검사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이 모두는 Cuomo 주지사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한 사전 조치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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