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검사 –  
알아야 할 사항 
집에서 검사하여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코로나-19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1. 코로나-19 증상 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24-48 시간 

후에 다시 검사하세요. 감염 초기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는 검사에서 
놓칠 수 있으며 며칠 후에 검사하면 양성일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 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더라도 노출 통지를 받은 후 3-5일 후에 검사를 받으세요. 
•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3. 모임, 대규모 이벤트 또는 여행, 특히 고위험군 (고령자, 면역저하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주변에 있을 예정인 경우, 전후 3-5일에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재택 검사 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1. 가까운 약국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의료 보험으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으세요: 
•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 카드를 약국 창구로 가져가세요. 
• 개인 보험 – 보험회사에 무료 검사 또는 환급에 대해 문의하세요. 

2. 지역 약국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구입하세요. 테스트 키트 가격은 
일반적으로 1세트당 $10입니다. 

또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검사 사이트 를 찾거나(833) 422-4255 또는 211로 전화하세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심각한 증상, 입원 또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가 코로나-19 치료 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을 따르세요. canotify.ca.gov 에서 양성 반응 결과를 보고하세요. 
증상이 심하면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노출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보험 청구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돌보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급 가족 휴가 
(PFL)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 모두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감기, 
알레르기 또는 
독감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증상을 포함합니다: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 피로감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인후통 

• 코막힘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 전단지에 
있는 대화형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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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determine-close-contacts.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CA-is-Open-Travel-Guidelines.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myturn.ca.gov/testing.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Treatments.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hat-to-do-if-You-Test-Positive-for-COVID-19.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hat-to-do-if-You-Test-Positive-for-COVID-19.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ANotify/code.aspx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DI_Claim_in_SDI_Online.htm/t_blank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PFL_Claim_in_SDI_Online.htm/t_blank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a_PFL_Claim_in_SDI_Online.htm/t_blank
https://www.cdph.ca.gov/Programs/OPA/CDPH%20Document%20Library/Toolkits/testing_ca/over_counter_test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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