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자택 검사 
 

COVID-19 자택 검사의 경우, 직접 자신을 검사할 수 있으며 몇 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택 검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 

•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테스트 수행 전 모든 설명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후, 손을 씻고 검사를 실시할 장소의 표면을 소독합니다. 

• 검사 키트 설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만큼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설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을 경우, 검사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 검사 키트 또는 그 일부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검사 구성품이 손상 또는 변색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검사 결과 확인 

• 자택 검사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최근에 감염된 경우 COVID-19을 감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COVID-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음성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o COVID-19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o 최소 만 5일 동안 자택(격리)에 머무르십시오(1일 차는 증상이 시작된 다음 날이며 

증상이 없는 경우 COVID-19 검사 다음 날입니다). 격리 해제 시기와 관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침(bit.ly/cdc-covid-
isolation에서 이용 가능)을 따르십시오.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10일 동안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밀접 접촉자에게 이를 알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옵션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연락하십시오.  

•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귀하에게: 

o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계속 격리하며 48시간 내에 다시 검사합니다. 

o COVID-19 증상이 없지만 COVID-19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48시간 내에 다시 

검사합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도 음성인 경우 48시간 내에 다시 검사합니다(총 3회의 

검사). 

• 여러 번 검사할 때는 같은 브랜드의 검사 키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후속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COVID-19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격리해야 합니다. 계속 

음성 결과가 나오나 COVID-19에 감염된 것 같을 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 

분자(PCR) 검사를 받습니다.  

 

추가 자원 

•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main.page를 방문해 "When You Are Sick"(몸이 

좋지 않을 때)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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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치료 정보는 nyc.gov/health/covidtreatments를 방문하십시오. 빠르게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으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자녀가 COVID-19에 감염된 경우의 병가에 대한 정보는 paidfamilyleave.ny.gov/covid19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검사소(일부 무료 운영)의 위치는 nyc.gov/covidtest를 방문하십시오. 

무료 자택 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장소는 nyc.gov/coronavirus를 방문하여 "Get 
Tested"(검사받기) 를 클릭하십시오.  

• 자택 검사 방법 동영상 링크 등 COVID-19 검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testingtips를 방문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7.22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