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COVID-19 치료소
다음 검사소는 양성 결과를 받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자를 대상으로 COVID-19
구명치료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반드시 아래 검사소에서 검사 시행을 위해 등록한 후 양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선별 검사를 받고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치료소는 무보험자 또는 불충분한 보험 가입자를 우선화합니다. 보험, 본인부담료 또는 서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 알약 형태의 약은 반드시 증상 발현 후 5 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단클론 항체 치료는
반드시 증상 발현 후 7 일 이내에 주입되어야 합니다.
아래 접수를 완료하거나 치료 문의 전화에 전화하여 추가적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0) 268-21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5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 클리니카 데 라 라자 (La Clínica de La Raza)
바트역 주차장, 더비(Derby)와 이스트 12 가(E 12th Street)가 만나는
곳 (과다라하라 [Guadalajara] 식당 근처)
월요일~목요일 오전 9:00~오후 3:30
점심시간 영업 중단 오후 12:00~오후 1:00
라 클리니카 데 라 라자에서 검사 등록하기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헤롤드 웨이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Harold Way)
2251 Harold Way, Berkeley, CA 94701
매주 화요일: 오전 7:00~오후 7: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오후 4:00~오후 5: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마이어 사운드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Meyer
Sound)
2832 San Pablo Ave. Berkeley, CA 94702
매주 수요일: 오전 7:00~오후 7: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오후 4:00~오후 5: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서부 버클리 서비스 센터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West Berkeley Service Center)
1900 6th St. Berkeley, CA 94710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8:00
직원 휴식 일정: 오후 12:00~오후 12:00, 오후 5:00~오후 6: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씨디 오브 레퓨지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City of
Refuge)
8400 Enterprise Way, Oakland, CA 94621
화요일 수요일: 오전 8:00~오후 4:00
직원 휴식 일정: 오후 12:00~오후 1: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오클랜드 대경기장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Oakland
Coliseum)
7200 San Leandro Blvd., Oakland, CA 94621
뒤 주차장에 검사 장소 위치
매주 월요일: 오전 7:00~오후 7: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오후 4:00~오후 5: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서부 버클리 바트역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West
Oakland BART Station)
1451 7th St.,, CA 94607
목요일 금요일: 오전 8:00~오후 4: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서부 버클리 보건 협의회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West Oakland Health Council)
700 Adeline Street, Oakland, CA 94607
목요일 금요일: 오전 8:00~오후 4: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베이페어 바트역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Bay Fair
BART Station)

15242 Hesperian Blvd., San Leandro, CA 94578
목요일: 오전 7:00~오후 7: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오후 4:00~오후 5: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예약 불필요 가능, 하지만 예약 강력히 권장.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로버트 리버모어 지역사회 센터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 Robert Livermore Community Center)
4444 East Avenue, Livermore CA 94550
로욜라 길 선상 검사소 입구 위치
금요일: 오전 7:00~오후 7:00
직원 휴식 일정: 오전 11:00~오후 12:00, 오후 4:00~오후 5: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옵텀 서브 이동 검사 버스 - 더블린/플레젠턴 바트역 (Optum Serve Mobile Testing Bus Dublin/Pleasanton BART Station)
5801 Owens Drive, Pleasanton CA 94588 (플레젠턴 편에 버스 위치)
월요일: 오전 8:00~오후 4:00
직원 휴식 일정: 오후 12:00~오후 4:00
예약 불필요 및 예약 후 항체 신속 진단법. 등록하기
예약 불필요 효소 연쇄 반응 검사 (PCR).

적합 및 가용 경우 *COVID-19 즉각 치료 가능 (팍스로비드 [Paxlovid] 및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문의 사항은 (888)634-1123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스페니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