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감염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코로나 19 검사 옵션 

코로나 19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검사 옵션을 알아보려면 아래 

정보를 검토해 보세요. 

 

 

분자 검사 항원 검사 

다른 명칭 
역전사 종합 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 

신속 검사 (일부 PCR 검사는   
“신속 검사”로 수행할 수 있음). 

검사는 어떻게  
수행되나요? 

가늘고 유연한 면봉을 코에 삽입하거나  
타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가늘고 유연한 면봉을 코 또는   
목으로 삽입합니다.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실험실 시설 및 의료 클리닉, 약국, 병원,   
주 및  

현장 진료 시설  
카운티 검사 사이트와 같은 

실험실 시설과 의료 클리닉 및 약국과 

같은 현장 진료 시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데 있어 
최상의 기준으로 간주되므로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분자 검사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확하며, 특히 코로나 19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결과는 약 1-3일 후에 제공됩니다.  결과는 약 15-30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코로나 19 검사는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무료 PCR 검사는 샌디에고 

여러 장소에서도 카운티 전역의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검사 비용은 $5-$50  

사이지만, 비용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esting.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esting.html


 

• 백신 접종 여부나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19의 징후 또는 

코로나 19 증상 을 겪고 있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고 최근의 활동이나 행사 중에 다른 사람과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출이 걱정되는 경우.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주, 부족,  지방, 또는 미국 영토 내 보건국에서 검사를 요청하거나 

의뢰한 경우. 

코로나 19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coronavirus-sd.com/testing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about%2Fsymptoms.html%22%20%5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contact-tracing/contact-tracing-plan/appendix.html#contac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contact-tracing/contact-tracing-plan/appendix.html#contact
https://www.cdc.gov/publichealthgateway/healthdirectories/healthdepartments.html
https://www.cdc.gov/publichealthgateway/healthdirectories/healthdepartments.html
https://www.cdc.gov/tribal/tribes-organizations-health/tribal_groups.html
https://www.naccho.org/membership/lhd-directory
https://www.naccho.org/membership/lhd-directory
https://www.naccho.org/membership/lhd-directory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