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항원 검사 - 내 검사 결과는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일반 정보
→	 많은 항원 검사가 처방전 없이 가능합니다.
→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면,	이는 양성입니다.	감지하지 못하면,	이는 음성입니다.
→	 항원 검사는 일반적으로 코 안쪽을 면봉에 묻혀야 합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는 귀하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도구	가 있습니다.
→	 아래 표에서 코로나19	항원 검사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상황
코로나

19 증상이 
있습니까?

검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 참고사항

코로나19	증상이	
있습니다 예 양성

귀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이고	
아마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시작된	
후	5일 동안 격리(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10
일째 날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DC의 격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격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VDH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증상이	
있습니다 예 음성

코로나19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를 권장합니다.	
PCR	검사가 양성이라면	
격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귀하의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알리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밀접	
접촉을 했습니다.

아니요 양성
귀하는 코로나
19	확진자이고	
아마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시작된	
후	5일 동안 격리(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10
일째 날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DC의 격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격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VDH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했습니다

아니요 음성

귀하는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노출되었습니다.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적어도	
만	10일 동안 계속	
착용하십시오.	6일차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증상을	
관찰하십시오.	증상이	
나타나면 이 표의 첫 번째	
행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DC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방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VDH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否 양성

코로나19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PCR	검사를 권장합니다.	
PCR	검사가 양성이면	
격리해야 합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면,	
귀하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귀하의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알리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음성
귀하는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신의 것으로 맞지	
않았다면,	백신을 맞고	
자격이 되면 부스터샷도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CDC	지침을 따르십시오.	

VDH의 지역사회	
예방접종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vdh.virginia.gov 전화: 877-ASK-VD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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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coronavirus-self-checker.html#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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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exposure/#close-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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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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