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자가 검사 수행 관련 팁







검사 유효일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 또는 손상되었거나 변색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상자의 안내 사항을 읽어보세요. 안내된 절차를 꼼꼼하게, 지시된 순서를 지켜서 따라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검사 키트를 열지 마세요. 검사를 실시할 탁자 또는 기타
표면을 청소하세요.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세요.
검사 키트나 도구를 재사용하지 마세요.
검사를 완료한 후 손을 씻으세요.

검사 결과의 해석


대기

재택 자가 검사의 경우 의료진이 수행하는 검사보다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또
다른 COVID-19 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실히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이러한 검사를
확인 검사1라고 합니다).

재택 자가 검사 결과

해야 하는 일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시고, 의료진에게 양성 검사 결과를
알리세요. 가족과 밀접 접촉자2에게도 양성 검사 결과를
알리세요. 필요한 경우 가족과 밀접 접촉자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VID-19 증상3이 있는 경우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시고, 확인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지만 최근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세요.
확인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거나,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5일 이상 지났거나, 또는 2차 재택 자가 검사를
수행한 경우 7일 동안 자가 격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 자가
검사를 두 번 수행하는 경우, 첫 검사는 밀접 접촉 후 5일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첫 검사 후 24시간,
또는 제조업체의 안내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4 지난 3개월 내에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5 취해야 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으세요.

기타 언어의 경우
여기를 스캔하세요

증상이 없으며 최근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
검사 결과가 무효하거나 오류가 나온 경우

확인 검사(confirmatory test) 란 병원, 약국, 긴급 케어 클리닉 또는 COVID-19 검사소와
같은 의료시설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와 같은 분자 검사 또는 항원 검사입니다. 재택 자가
검사용 키트로 채취한 검체를 사용해 실험실에서 판독하는 검사의 경우도 확인 검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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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이란 24시간 기간 내에 COVID-19 확진자와 10분 이상 6피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밀접 접촉은 증상 시작일로부터 이틀 전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밀접 접촉은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이틀 전을 의미합니다.

• 상자의 안내 사항을 따라주세요.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으세요.

COVID-19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인후염, 코막힘, 콧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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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란 최소 2주일 이전에 다음을 접종했음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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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Pfizer-BioNTech 또는 Moderna 등 2차에 걸쳐 접종하는 백신의 2차 접종
Johnson & Johnson/Janssen 등 1차만 접종하는 백신의 1차 접종.

COVID-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은 후, 회복 후 3개월은 COVID-19 증상이 처음
발현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양성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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