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검사
아래의 "고객 정보 사용 및 부인"을 주의 깊게 읽어 정보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술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는 COVID-19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SARS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의사는 귀하가 현재 COVID-19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귀하가 과거에 COVID-19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받게 되는 검사가 어떤 종류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귀하가 COVID-19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코 또는 인후
면봉을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귀하의 신체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또 다른 종류의 COVID-19 검사입니다. 귀하에게 항체가 있는 경우, 이는 귀하가 과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거나 예방 접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검사(코 또는 인후 면봉) :
•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의사는 귀하에게 질병의 징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거나 귀하가 매우 아프게 될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양성이면 활성 감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결과가 음성이면 검사 당시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의 초기에 샘플을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COVID-19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COVID-19 징후가 계속 나타나면
의사가 다른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항체 검사):
•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게 됩니다.

•

결과가 양성이면 이전에 COVID-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질병에 면역이 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귀하가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이 생겼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면역이 지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

결과가 음성이면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 감염되었고 신체가 항체를
만들 시간이 없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검사는 공중 보건 공무원이 질병을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활성 감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검사 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

다음 사항을 의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시술

o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o

출혈 문제가 있을 경우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 검사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바이러스 검사: 직원이 면봉을 코에 넣고 돌립니다. 때때로 의료진이 코나 목의 양쪽을
면봉으로 닦습니다. 의료진은 여러분이 직접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몇 초면 됩니다.

•

혈액 검사: 의료진이 바늘로 귀하에게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바늘을 빼내고 피부에 밴드를 붙입니다. 때로는 의료진이 손가락을
찔러 검사를 위해 소량의 혈액만 채취합니다.

시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일어서기 전에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 후 어지러움
발생을 막아줄 것입니다.

•

혈액 검사를 받은 경우 바늘을 찔렀던 반대쪽 손으로 압박하십시오. 이는 멍과 출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적어도 14일 동안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술

후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환자의 진행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일정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

통증

•

멍듬

•

출혈

•

어지러움을 느낌

소비자 정보 사용 및 부인:
이 정보는 특정 의료 자문이 아니며 의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
약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태, 질병, 부상, 검사, 시술, 치료, 치료법, 퇴원 지침 또는 생활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치료 선택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의사의 자문, 지침 또는 권장 사항을 수락할 때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교육 수준은 담당 의사만이 갖추고
있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know/clinical-effectiveness-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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