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염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코로나 19 검사 옵션
코로나 19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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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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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백신 접종 여부나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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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