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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COVID-19 검사 장소 
다음 검사 장소에서는 COVID-19을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에 현재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COVID-19 
"PCR"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본 검사는 과거의 감염을 식별하지 못하며 감염 기간 초기의 경우 양성자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목록에는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거나 추가 고용인 부담 없이 대부분의 보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진(공개일 
기준) 공공 및 민간 부문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포함된 장소가 오렌지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추가된 장소를 검색해 
보십시오. 

귀하의 검사 자격 여부, 보험 허용 여부, 그리고 추가 요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장소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검사 장소에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건강 시스템 연락처 정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자격) 다음 그룹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다음 링크와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제공자의 COVID-19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소 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Kaiser 
여러 장소 

웹 사이트: https://healthy.kaiserpermanente.org/southern-
california/health-wellness/coronavirus-information  
전화: (877) 813-7297 
 

Memorial Care 
여러 장소 

웹 사이트: https://www.memorialcare.org/coronavirus 
전화: (877) MYMEMCARE  (877-696-3622) 
 

Providence 
여러 장소 

웹 사이트: https://coronavirus.providence.org/socal-updates 
전화: (310) 618-9200 
 

Hoag Health Network 또는 
Hoag Urgent Care  
여러 장소 
 

웹 사이트: https://covid19.hoag.org 또는  
https://hoagurgentcare.com 

 

응급 진료 센터(Urgent Care Centers) 
Xpress Urgent Care 
장소 Costa Mesa  

Huntington Beach 
Tustin 
Stanton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평가 및 검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검사소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을 허용하며 보험이 없는 
대상자에게 HRSA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상자는 검사소에서 
검사 시점에 예상되는 허용 보험 및 고용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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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웹 사이트: https://www.xurgentcare.com 
Costa Mesa 전화: (877) 813-7297 
Huntington Beach 전화: (877) 813-7297 
Tustin 전화: (877) 813-7297 
Stanton 전화: (877) 813-7297 

Care Spot 
장소 Anaheim Hills 

Brea 
Cerritos 
Cypress 
Huntington Beach 
La Habra 
Los Alamitos 
Placentia 
Yorba Linda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평가 및 검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검사소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을 허용하지만, 대상자는 
검사소에서 검사 시점에 예상되는 허용 보험 및 고용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웹 사이트: https://www.carespot.com 
Anaheim Hills 전화: (714) 453-0120 
Brea 전화: (714) 255-1640 
Cerritos 전화: (562) 865-8750 
Costa Mesa 전화: (714) 263-0227 
Cypress 전화: (714) 252-5016 
Huntington Beach 전화: (714) 963-4398 
La Habra 전화: (714) 451-1072 
Los Alamitos 전화: (562)-430-4138 
Placentia 전화: (714) 792-3736 
Yorba Linda 전화: (714) 696-5280 

Marque Medical 
장소 Buena Park 

Rancho Santa Margarita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평가 및 검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검사소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을 허용하지만, 대상자는 
검사소에서 검사 시점에 예상되는 허용 보험 및 고용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웹 사이트: https://marquemedical.com 
전화: (949) 617-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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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Urgent Care Ladera Ranch 
장소 Ladera Ranch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평가 및 검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검사소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을 허용하지만, 대상자는 검사소에서 
검사 시점에 예상되는 허용 보험 및 고용인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웹 사이트: www.afcurgentcare.com/ladera-ranch 
전화: (949) 207-3786 
 

 
CVS Minute Clinics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자격)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우선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을 활용하지만, 고용인 부담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 등록하려면 웹 사이트 https://www.cvs.com/minuteclinic/covid-19- 
testing을 방문하거나 1-866-389-2727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장소 Anaheim 
Costa Mesa 
Fullerton 
Huntington Beach 
Irvine 
La Habra 
Los Alamitos 
Seal Beach 
San Clemente 
Stanton 
Tustin 
Yorba Linda 

 

OptumServe (주) 검사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자격)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우선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무증상)을 우선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을 활용하지만, 고용인 부담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 등록하려면 웹 사이트 https://lhi.care/covidtesting을 방문하거나  
1-888-634-1123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장소 Buena Park 
Orange 
Santa Ana 
San Juan Capist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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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COVID-19 검사 네트워크(OC COVID-19 Testing Network)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자격) COVID-19 증상이 있는 주민에 대한 무료 검사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을 활용하지만, 고용인 부담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 사무소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서 등록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소 등록 장소 연락처 정보 
Family Health Matters Community Health 
Center 
Fullerton 
 

웹 사이트: https://fhm-chc.org/covid-19/about-covid-19.html 
전화: (714) 441-0411 

Families Together of Orange County 
Tustin 
 

전화: (714) 332-6359 

KCS Health Center 
Buena Park 
 

웹 사이트: https://www.kcshealthcenter.org/covid19-testing 
전화: (714) 503-6550 

Laguna Beach Community Clinic 
Laguna Beach 
 

웹 사이트: www.lbclinic.org 
전화: (949) 494-0761 

Nhan Hoa Comprehensive  
Health Care Clinic 
Garden Grove 
 

웹 사이트: www.nhanhoa.org 
전화: (714) 898-8888 

Serve the People Community Health 
Center 
Santa Ana 
 

전화: (714) 742-2738 

SOS Health Center 
Costa Mesa, Mission Viejo, Newport Beach, & 
Santa Ana  

전화: (949) 270-2100 

Southland Integrated Services, Inc. 
Garden Grove 
 

전화: (714) 620-7001 

St Jude Neighborhood Health Center 
Fullerton 
 

전화: (714) 446-5100 

UCI Health 
Orange, Santa Ana, & Irvine  

전화: (714) 45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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