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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5818 Peladeau Street, Emeryville, CA 94608 

Powell Street 북쪽 Peladeau Street에 있는 짙은 

붉은색 복층 주차건물을 찾으십시오.   

      •   오른쪽에 있는 약속된검사 표시판을 찾으십시오. 

     •   스탠포드 직원이 들어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구에 있습니다.                     

     •   검사장소에는 이용하실수 있는 화장실이없습니다. 

 

 
환자 설명서: 

 

1. 검사장소에는 본인의 차로 도착하시고 안내에 따라 들어가실때까지 차안에 계십시오. 

2.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 
신호

 
#1

: 
창문을 모두 닫으십시오.

  

• 
신호

 
#2

: 
코비드 검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

 �  
아니오:

 � 

• 
신호 #3: 약속이 되어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경사로로 진입하신후 접수하는 곳에 차를 세우시고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4. 창문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한후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검사설명서와 채취물 레이블을 

드립니다.  

5. 받으신 것들은 채취관에게 주십시오.  

6. 채취장소로 운전하신 후 여러구간중 한곳에서 기다리십시오.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창문을 

완전히 내릴것을 요구하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환자 레이블을 가져갈 것입니다. 

7. 직원은 포본채취 과정 설명후 표본을 채취할 것입니다.  

a. 저희는 오늘 COVID-19 검사를 위해 표본을 채취할 것입니다.  이 면봉을 코 깊숙히 

넣겠습니다. (그림참조)  어떤분들은 불편을 느끼실수 있으나 10 초안에 끝납니다. 

 

b. 기침이 나거나 구역질이 나는것은 정상이며 구토를 위한 봉투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c. 정면을 보시고 받침대쪽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주십시오.  

d. 움지이지 마시고 입으로 숨을 쉬십시오.  

8. 다 마치셨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담당의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으시겠고 그때까지 주의사항, 

격리등에 관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코로나-2019 (COVID-19) 감염환자와 가족, 가까운 접촉자를 위한 

격리지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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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cphd.org/media/568835/covid-19-health-officer-order-packet-2020.04.15-

english.pdf 

 

참고: 이 짧은 약속은 검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의료문제는 주치의에게 전화하십시오.
 

• 이 검사는 보호장비를 갖춘 의료진에 의한 비인두 (코 깊숙한 곳) 표본채취를 포함합니다.  

• 포본채취 후에는 검사장소를 떠나 집으로 가십시오.    

• 검사결과는 이틀후에 나옵니다.  

• 아시안 병원은 검사결과를 전화로 통보해 드릴것입니다.  그때까지 집에 계시고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질병대책과 예방 관리본부의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모든 검사는 완벽할수 없으므로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음성반응 결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세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며칠후에도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진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스탠포드 에머리빌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 운전경로 
주소

: 5818 Peladeau St, Emeryville CA 

 

From 580 West 

� I-580W로 진입하십시오. 

� Berkeley/Sacramento 방향을 향한 I-580W/I-80E 로 가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9번 출구까지 오른쪽 차선에 머무시면서 Powell St/Emeryville 표시를 따라가십시오. 

� Powell Street 출구로 내리십시오. 

� Powell Street 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Hollis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59

th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Peladeau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약속된 검사장소 표시가 나올때까지 Peladeau Street 으로 계속 가십시오.  
스탠포드 직원이 들어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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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80 West 

� Ashby Avenue 로 가기위한 10번 출구로 내리십시오. 

� Ashby Avenue 북쪽으로 계속 가십시오. 

� 7th

 Street 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 Folger Avenue 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 Hollis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59

th 

Street 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 Peladeau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약속된 검사장소 표시가 나올때까지 Peladeau Street 으로 계속 가십시오.              

스탠포드 직원이 들어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구에 있습니다. 

 

From 80 East 

� 101 South 로 진입하십시오. 

� Bay Bridge/Oakland 방향의 80번 고속도로를 타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I-80E 로 계속 가십시오. 

� 9번 출구까지 오른쪽 차선에 머무시면서 Powell St/Emeryville 표지를 따라가십시오. 

� Powell Street 출구로 내리십시오. 

� Powell Street 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Hollis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59

th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Peladeau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약속된 검사장소 표시가 나올때까지 Peladeau Street 으로 계속 가십시오.                        

스탠포드 직원이 들어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구에 있습니다. 

 

From 880 North 

� I-880N 로 진입하십시오. 

� CA-24/Walnut Creek 방향 I-980 으로 가는 45A 출구를 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I-980E 로 계속 가십시오. 

� San Francisco 방향으로 가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I-580W 로 진입하십시오. 

� Berkeley/Sacramento 방향을 향한 I-580W/I-80E 로 가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9번 출구까지 오른쪽 차선에 머무시면서 Powell St/Emeryville 표지를 따라가십시오. 

� Powell Street 출구로 내리십시오. 

� Powell Street 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오른쪽 두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 Hollis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59

th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Peladeau Street 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약속된 검사장소 표시가 나올때까지 Peladeau Street 으로 계속 가십시오.               

스탠포드 직원이 들어가시는 것을 도와드기기 위해 입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