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과

COVID-19 자가 진단 검사
자가 진단 및 비처방(OTC) COVID-19 검사 키트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검사
및 채취 키트입니다. 이는 약국, 소매점 또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시기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자가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COVID-19 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후 가장 좋은 자가 진단 검사 기간은 감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후 5~7 일입니다.

•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의 COVID-19 위험은 낮지만,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COVID-19 와 일치하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COVID-19 자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
자가 진단 검사 지침을 정확히 따르고 나열된 순서대로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검사
키트는 검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빠른 참조 가이드 또는 지침 비디오와
같은 기타 리소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자가 진단/OTC 검사 키트가 다른 검사보다 더
낫습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모든 COVID-19
진단용 자가/OTC 검사 키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건강 보험에서 자가 진단 검사 비용을 보장합니까?
오리건주 보건 당국 및 오리건주의 협진단체는 오리건주 건강 플랜 및 CAWEM
가입자에 대해 처방전이나 사전 승인 없이 자가 진단/OTC 제품(월 최대 4 회 검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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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및 기타 건강 보험 플랜은 일반적으로 자가 진단/OTC 제품을 보장하지
않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주문한 COVID-19 검사 비용은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유연한 지출 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COVID19 자가 진단/OTC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양성 검사 결과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고, 질병이 있는 동안 계속 연락을 취하십시오. 질병이 심해지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음성 결과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COVID-19 감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COVID-19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COVID-19 자가 진단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자가 진단 검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찾으십시오.
FD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현재 승인된 자가 진단/OTC 항원 및 분자 자가 진단 검사
및 채취 키트를 찾으십시오. 또한 처방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승인된 자가 진단 검사 및
채취 키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uthorizes-additional-otc-home-test-increase-access-rapidtesting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coronavirus-disease-2019testing-basic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esting/self-test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guid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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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esting-internationalair-travelers.html
https://www.nytimes.com/2021/10/07/well/live/covid-rapid-at-hometest.html?referringSource=articleShare
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 는 번역본,
큰 글자 인쇄물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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