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BCCDC 코로나 19 검사 지침사항은 코로나 19 증상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 19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19 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는지 모르나, 증상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일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으십시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호흡 곤란 
 

아래의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24 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른 기저 질환과 관련이 없을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해당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후통 

 식욕 상실 

 극심한 피로 또는 피곤함 

 두통 

 몸살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밀접 접촉한 후 아래의 코로나 19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날 경우 코로나 19 검사를 권장합니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호흡 곤란 

 인후통 

 식욕 상실 

 극심한 피로 또는 피곤함 

 두통 

 몸살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필수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타인에게 코로나 19 를 전파하지 않도록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이 있었어도 무증상인 경우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증상은 기타 질환 또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 와 관련이 없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증상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8-1-1 로 전화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and Close contact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 질병통제센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검사 

어린이는 성인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납니다. 
 

BC 주에서는 현재 유치원부터 12 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두 가지 코로나 19 검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멸균수를 입안에서 가글하여 채취 튜브에 뱉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방식으로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 이상 

대부분의 검사자들은 면봉 검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자녀를 데려갈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동안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o 학생용 구강 헹굼 및 가글식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디오) 

o 비강 면봉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디오) 

 집에서 물로 구강 헹굼, 가글, 뱉어내기를 연습하십시오.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취 센터에 가기 전 최소 2 시간 전에 연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을 삼키거나 연습 중 

말을 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o 아동을 위한 구강 헹굼/가글 검체 채취 지침서(PDF 213MB) 

o 청소년을 위한 구강 헹굼/가글 검체 채취 지침서(PDF 207MB) 

 검체 채취 센터중 아동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곳을 찾아보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사를 문의하십시오. 

 검사 후 아동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검사 후 곧장 집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후 아동은 학교에서 하교 후 집에 머무르며 방문객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검사 후 자가 격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검사 과정과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및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참조하십시오. 

검체 채취 센터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지도를 클릭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8-1-1 로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elf-isolation/close-contacts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v=ZvqjkbD-moA&feature=emb_logo
https://www.youtube.com/watch?v=AhC6_JXagxE&feature=emb_logo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OVID-gargle_Caregiver-Child.pdf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OVID-gargle_youth.pdf
http://www.bccdc.ca/resource-gallery/Documents/Guidelines%20and%20Forms/Guidelines%20and%20Manuals/Epid/CD%20Manual/Chapter%201%20-%20CDC/COVID19-self-isolation-post-testing.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children-youth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children-youth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 (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은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검체 채취 센터 찾기(모바일 및 데스크톱) 

 검체 채취 센터 찾기(인터넷 익스플로어) 
 

유증상자 중 고위험군을 우선 검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은 앞으로도 계속 

우선순위로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직종에는 의료 종사자, 필수 업종 근로자 및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에 취약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 검사 결과는 전화, 문자, 또는 온라인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공중 

보건국에서 귀하께 연락할 것입니다.  
 

자동문자서비스로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자 할 경우, BCCDC:테스트 결과 웹페이지에서 웹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등록하면 밤이든 낮이든 결과가 나오는 즉시 문자를 통해 결과가 음성인지 양성인지의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33-707-2792 번으로 BCCDC COVID-19 결과 통보소에 전화하여코로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소는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Health Gateway 또는 my ehealth 를 통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 및 결과 통보 이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BCCDC: 검사 결과  

 BCCDC: 검사 결과 이해하기  
 

마지막 업데이트: January 8, 2021 

본 정보는 January 8, 2021 에 BCCDC:검사, BCCDC: 검사 결과, BCCDC: 검사 결과 이해하기 페이지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https://www.healthlinkbc.ca/services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3862560c5a41418e9d78f4f81688e9d0
https://bcgov03.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7f71191c6e0c4e65a644c1da3f53eb68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test-resul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test-resul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understanding-test-resul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test-resul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understanding-test-results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3862560c5a41418e9d78f4f81688e9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