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COVID-19 검사 자료
COVID-19 검사의 유형
•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COVID-19 감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COVID-19
진단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검사에는 핵산 증폭 검사(NAAT/PCR)와 항원 검사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유증상자가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면봉으로 채취한 검체나 타액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

항체 검사(혈청 검사라고도 함)는 과거 감염된 상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항체 검사로는 현재 COVID-19 감염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검사를 받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행사장 또는 스포츠 리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를 받는 장소
자녀에게 증상이 있으면 자녀의 주치의 또는 지역 보건소에 전화해야 합니다.
의사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2-1-1 에 전화하거나 211LA 에 방문하십시오.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시려면 HRSA.gov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자녀가 건강하지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주치의나 지역 보건소 외에 아래 나열된
검사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LA 시 또는 LA 카운티 검사소. LA 카운티 거주자에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COVID-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LA 시 및 카운티의 검사장에서는 연령에
제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해야
합니다. 동반한 성인에게 어린이의 검체를 수집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예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를 예약하시려면 covid.19.lacounty.gov/testing 을 방문하거나
2-1-1 로 전화하십시오.

•

약국. 많은 약국에서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연령 제한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려면 지역 약국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Quest Diagnostics)와 제휴한 월마트(Walmart)
– 만 2 세 이상의 어린이 용
o CVS 헬쓰(CVS Health) – 만 3 세 이상의 어린이 용
o 월그린(Walgreens) – 만 3 세 이상의 어린이 용
o 라이트 에이드(Rite Aid) – 만 3 세 이상의 어린이 용
o 개인 약국 doineedacovid19t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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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학교 또는 청소년 스포츠 리그. 많은 학교와 학군에서 학생,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게 COVID-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받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학교나 스포츠 리그에 문의하십시오.

•

재택 검사는 약국, 슈퍼마켓 및 대형 판매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혹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검사를 위해 재택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나 행사
장소에서 승인한 검사 키트인지 확인하십시오. 재택 검사 결과는 격리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자녀가 COVID-19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VID-19 검사 사기를
일반적으로 재택 검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심하십시오. DPH COVID-19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택 검사
스캠 및 사기 웹페이지를
키트에 대한 정보는 CDC 자가 검사
방문하여 일반적인 COVID-19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스캠 및 사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재택 검사

•

COVID-19 검사 및 결과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covidtest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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