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받을 때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받을 때입니다. 

	■COVID-19에 걸린 누군가와 접촉했을 
수 있습니다. 마주친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후 14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실내나 야외에서 결혼식이나 파티, 시위 
등 큰 모임에 참석했으며 마스크를 
쓰거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실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사건 발생 후 14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응급구조원으로 일하거나 식료품점, 
의사 사무실, 약국과 같은 필수 

산업에서 일하며, 고용주, 도시 또는 주 
정부가 무료 무증상 검사를 제공합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격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양원, 식품 가공 공장, 이사 또는 야외 
조경 회사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하여 일하며, 고용주, 도시 
또는 주 정부에서 무료 무증상 검사를 
제공합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격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물리적 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술집이나 레스토랑 실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사건 발생 후 14
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거나 수일간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들 중 다수가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때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맞는 항목이 있다면 이제 무료 COVID-19 
검사를 받을 때입니다. 

COVID-19: 
이제 검사받을 
시간인가요?



COVID-19: 이제 검사받을 시간인가요?

자동차를 함께 탔으며 항공사가 옆 
좌석을 가득 채웠거나 긴 여행으로 
인해 공항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호텔에 들렀을 때와 같이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후 14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임신했습니다. 검사를 받을 적기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면역력 저하 
등 기저 질환이 있으며, 술집, 모임, 
학교 등 고위험군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문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후 14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65세가 넘었으며,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 밖에서 일하거나, 쇼핑몰이나 다른 
지역 내 장소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7일 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사건 발생 후 14일간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의 발병이 
있었습니다. 설사 학교, 대학, 
감옥에서 발병이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감염 억제를 위해 
시와 주 웹사이트에서 무료 검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TaketheTest

Make your voice heard! Share your testing experience on social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