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CDC: 

코로나 19 검사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증상은 기타 질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 와 관련이 

없더라도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증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8-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검사 

자녀가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CCDC: 

아동의 코로나 19 감염증을 참조하십시오.  

검체 채취 센터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체 채취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지도를 

클릭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8-1-1 번으로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검체 채취 센터 찾기(모바일 및 데스크탑) 

 검체 채취 센터 찾기(인터넷 익스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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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속하는 유증상자를 검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은 앞으로도 계속 우선 

순위로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고위험군에는 의료 종사자, 필수 서비스 제공자, 코로나 19 로 인한 

합병증에 취약한 개인들이 포함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비씨주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Rapid Antigen Testing Kit)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하십시오. 결과가 

20 분 이내에 나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CDC: 가정용 

신속 항원 검사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18 세 이상의 성인은 일부 지역 약국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를 제공중인 약국 목록은 비씨주 약국 협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매 28 일마다 키트 한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를 수령하려면 개인 건강 번호(PHN)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씨 정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참조하십시오. 

검사는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해외여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MSP 비적용 대상자를 위한 코로나 19 검사 

비씨주에 있으나 MSP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해당 주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료 보험은 코로나 19 감염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MSP 

비적용 대상자가 코로나 19 와 무관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보험 자격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MSP 및 코로나 19 에 대한 MSP 의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보험 적용 대기 기간 

 코로나 19 에 대한 MSP 의 대응 

검사 결과 

검사 결과 받는 법 및 결과를 받은 후 취할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CCDC: 검사 결과 

 BCCDC: 검사 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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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 를 방문하거나 

8-1-1 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2 년 4 월 4 일 

본 정보는 2022 년 4 월 3 일에 BCCDC: 가정용 신속 항원 검사, BCCDC: 검사, BCCDC: 검사 결과, BCCDC: 검사 결과 해석 및 

BC 주정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페이지를 열람하여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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