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COVID-19 검사 키트 
모든 뉴욕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 참여하세요! NYC Health + Hospitals는 댁에서 사용할 가정용 

COVID-19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니터링 요원의 중단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COVID-19 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이 

COVID-19 검사 키트를 가족 및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가정용 COVID-19 검사 키트에 포함된 품목:

�   비강용 면봉

�   플라스틱 튜브, “안정화 용액 튜브”라고도 함

�   기프트 코드와 활성화 코드가 포함된 사용법 카드

�   비닐봉지, “시료 봉지”라고도 함

�   소포 상자

�   봉인 스티커 

�   FedEx 배송용 봉투

상자에 든 키트 사용법을 읽고, 시료를 발송한 후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배송 관련 안내사항: 

키트를 등록하고 검사를 실시한 당일에 반드시 시료를 발송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픽업 시간이 경과한 후 

또는 주말에는 검사 시료를 발송하지 마십시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발송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키트 제출을 부탁하거나, 가정에서 픽업하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키트 제출: fedex.com/dropbox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Federal Express에서 당일 마지막으로 픽업하는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FedEx Express 드롭 박스 장소에서 검사 상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FedEx Ship 
Center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정에서 픽업: 가정에서 픽업하도록 예약하려면 1-800-463-3339(1-800-Go FedEx)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Schedule a Pickup’ (픽업 예약하기) 이라고 말하거나 ‘1’번을 누르십시오. 계정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FedEx 
배송용 봉투에 있는 Return Tracking(반송 추적)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뒷면의 사용법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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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scan for English
Ju lutemi skanoni për shqip
يُرجى تصوير الرمز للغة العربية

অনগু্রহ করে বাংলাে জন্য স্্যান করুন
Veuillez scanner pour la version en français
Tanpri eskane pou Kreyòl Ayisyen
कृपया हिंदी के लिए सककै न करें
한국어로 스캔해 주십시오
Proszę sprawdzić wersję polską
Пожалуйста, сканируйте д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请扫描以获取简体中文版本
Escanee para español
請掃描以取得繁體中文版本
براِہ مہربانی اردو کے لیے سکین کریں



사용법

 � 키트에 포함된 카드에 적힌 사용법을 읽어 주십시오.

 � 시작하기 전에 picturegenetics.com/covid19/group에서 온라인으로 키트를 등록해 주십시오.  
‘I have a kit already’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클릭하십시오.

 � 키트 안쪽에 있는 기프트 코드와 사용법의 전면 커버에 있는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고  
‘Confirm Registration’ (등록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 메시지가 나오면 NYC Care Package로부터 키트를 받았다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검사 전후에 손을 씻으십시오. 

 � 검사를 하기 전에 코를 씻지 않도록 하십시오. 향기가 없는 티슈로 코를 푸는 것은 허용됩니다.

 � 플라스틱 튜브를 열고 시료를 넣기 위해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 그 다음 비강용 면봉을 엽니다. 면봉을 콧구멍에 넣기 전과 후에 다른 어떤 물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비강용 면봉이 비강 맨 위에 닿을 때까지 콧구멍 속에 약 1인치 정도 
천천히 밀어 넣으십시오. 면봉 끝으로 원을 그리며 4회 문지르십시오.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문질러야 합니다. 면봉을 천천히 
빼내십시오.

 � 같은 면봉을 이용하여 다른 콧구멍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 비강용 면봉의 면봉 부분(콧구멍에 들어간 쪽)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플라스틱 튜브에 넣으십시오. 

 � 비강용 면봉을 점선 부분에서 자르십시오. 쉽게 절반으로 잘라질 
것입니다.

 � 비강용 면봉이 튜브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튜브를 잘 닫고 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세게 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 비강용 면봉이 든 플라스틱 튜브를 비닐 봉지 안에 넣으십시오. 

 � 비닐 봉지를 소포 상자에 넣고 봉인 스티커를 사용하여 닫으십시오.

 � 소포 상자를 FedEx 배송용 봉투에 넣으십시오. 키트에 있는 배송 
지침을 따르십시오.

 � 기록을 위해 사용법 카드를 보관하십시오.

기억할 사항: 
 � 키트를 등록하고 검사를 한 당일에 검사 시료를 발송하십시오. 24시간 이내에 검사 시료를 발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픽업 시간이 경과한 후 또는 주말에 검사 시료를 발송하지 마십시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발송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검사실에서 시료를 수령하고 48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Picture 포털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Picture Genetics 계정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donotreply@picturegenetics.com]에서 발송한 확인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사용법 및 시연 동영상은 picturegenetics.com/nasalswa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Picture Genetics에 다음의 방법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hello@picturegenetics.com
라이브 채팅: PictureGenetics.com
전화: 626-434-3596, 월요일-금요일, 동부표준시 오후 12시-오후 7시

뉴욕시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