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s for COVID-19
at-home test kit flyer.

COVID-19 가정용 검사 키트

각 COVID-19 검사 키트에는 15분 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2회분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검사 키트는 만 2세 이상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성인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언제 검사해야 합니까?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검사를 하지
마십시오.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새롭게 발생한 미각/후각 상실, 인후통,
콧물, 코막힘 등 COVID-19와 유사한
증상이 있습니다.

아픈 날로부터 7일 내에
검사하십시오. 첫 번째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2일 후에 다시 검사하십시오.

COVID-19에 걸린 사람에
노출되었습니다. COVID-19에
걸린 사람과 최소 15분 동안
6피트 이내에 있었습니다.

노출 5일 후에 검사하십시오.

검사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3월에, FDA는 유효 기간이 2022-09-29(년-월-일) 및 그 이전인 모든 iHealth COVID-19 항원 신속 검사의
유효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예: 상자에 인쇄되어 있는 유효 기간이 2022-05-21
(년-월-일)이라면, 갱신된 유효 기간은 2022-08-21(년-월-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s://ihealthlabs.com/pages/news#expiration)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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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 5일 동안 집에 있어야 하고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약물의 도움 없이 증상이 사라지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이상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안전 수칙을 계속
실천하십시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격리하고 1~2일
후에 다시 검사하십시오.

결과가 양성이면 C 라인과 T 라인이
나타납니다. T 라인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Oregon.gov/positivecovidtest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866-917-888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결과가 음성이면 C 라인만
나타납니다.

제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요, 검사 결과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Oregon.gov/positivecovidtest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866-917-888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검사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위음성 결과는 흔합니다. 음성 결과는 COVID-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 키트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사용한 검사 키트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govstatus.egov.com/or-oha-covid-19-testing을 참조하십시오
iHealth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ihealthlabs.com/es/pages/ihealth-covid-19-antigen-rapid-test-details를 참조하십시오.
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는 번역본, 큰 글자 인쇄물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COVID-19 커뮤니케이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971-673-2411, 711 TTY 또는 이메일: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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