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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ont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검사 
Asian Health Services 주관 팝업 검사소 : Fremont Resource Center, 토요일 

 월요일-토요일 Bay Area Community Health 드라이브스루 검사 
위 두 곳 모두 예약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영어권 주민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 

캘리포니아주 FREMONT – Fremont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해 COVID-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의사 소견서나 보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출입국 신분에 관한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Asian Health Services와  Alameda카운티에서는 Fremont시의 지원과 함께 무료 
COVID-19 팝업 검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Family Resource Center (주소: 39155 Liberty Street, Fremont, 진입로: Capitol Avenue와 Liberty Street 
사이 모퉁이)에서 9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예약은 
color.com/AHS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sian Health Services의 다국어 헬프라인 
번호인 510/735-3222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검사소는 Asian Health Services와 Alameda카운티가 함께 실시하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Oakland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Madison Park 검사소와 같이 본 팝업 검사소에서는 검사, 정보제공, COVID-19 
관련 안내, 언어 서비스(광동어, 북경어, 베트남어, 한국어, 타갈로어, 일로카노어, 몽어, 라오스어 등  
12개 아시아 국가 언어)를 제공합니다. 검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Fremont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은 또한 월요일-금요일 Bay Area Community Health (BACH, 39500 Liberty 
Street)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월요일-금요일오후 1시-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에 실시됩니다. 510-770-8040로 연락하여 검사 예약하십시오. 

Asian Health Services 또는 BACH의 환자가 아니어도 두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ichard Valle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장(District 2)은 “Alameda카운티 내 재오픈 단계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검사는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들 Fremont 검사소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OVID-19는 유증상 및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 씻기 및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모임을 피하는 
등의 간단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COVID-19의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Scott Haggerty District 1의 수퍼바이저는 “지역 경제를 계속해서 재오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프다면 마스크를 쓰고,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COVID-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Asian Health Services에서는 최근 Alameda카운티의 아시아계 및 태평양섬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검사를 받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민이 10%인 것과 
비교하면 아시아계 주민 중 검사를 받은 인구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실직, 심각한 수입 및 식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연구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연구 대상 중 6%는 본인의 인종에 근거한 신체적/언어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akland의 Madison Park 검사소를 개소한 이래 3천명 이상 검사를 받은 사람 중 60% 이상이 아시아계 
주민임이 밝혀짐에 따라 문화, 언어적으로 적절한 검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sian Health Services의 CEO인 Sherry Hirota는 "Alameda카운티의 두 번째 AHS 검사소를 개소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혜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언어서비스를 비롯하여 문화 교육, 검사, 상담, 케이스 관리, 소견서, 열정 등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검사와 케어를 받고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COVID-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lameda카운티는 아시아계 및 
태평양섬 주민 커뮤니티를 포함한 영향을 받은 유색인종 주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를 마련할 잘 고안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Bay Area Community Health의 CMO인 Harsha Ramchandani 박사는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무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입니다. 검사를 더욱 더 많이 실시할수록 
COVID-19 팬데믹을 저지할 수 있고 우리 이웃과 지역 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ameda카운티 내 태평양섬 주민 인구 10만명 당 COVID-19 양성 확진자는 958.6명으로 라틴계 
주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lameda카운티에 거주하는 태평양섬주민(PI)의 수는 Bay Area 지역 내 모든 10개 카운티 보다 
많습니다. Fremont Resource Center의 검사소처럼 더 많은 추가 팝업 검사소를 설치할 기회를 통해 PI 
가족 특히, 교통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Freemont 검사소가 더 많은 PI 
가족들의 검사를 유도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Asian Health Services의 파트너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Regional Pacific Islander Taskforce 공동창업자 및 공동회장인 Taunuu Ve’e는 
말했습니다. 

Alameda카운티는 하루당 3,100건에 해당하는 검사능력 목표를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추가 무료 
검사소는 West Oakland, Fruitvale, East Oakland, San Leandro, Hayward 및 Pleasanton에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acgov.org/covid19/testing.page에서 확인하십시오. 

Lily Mei Fremont시장은 “Fremont시와 저는 Almeda카운티 남부지역 내 무료 COVID-19검사 확장의 
기회를 높이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들 검사 서비스는 주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Fremont 
주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Alameda카운티 공중보건부와의 파트너쉽 및 Fremont시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Asian Health Services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응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커뮤니티 내 Bay Area Health Center의 도움과 노력으로 의료서비스 및 COVID-19 검사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연락처 

Asian Health Services: Julia Liou, jliou@ahschc.org 또는 (310) 804-9953,  Sara Ying Rounsaville, 
srounsaville@ahschc.org 또는 (415) 300-5121 

Bay Area Health Center: Jim Hill, jhill@hillpr.com, Connor Ramey, cramey@bach.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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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Fremont: Geneva Bosques, gbosques@fremon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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