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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검사에 대한 FAQ 

Q: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A: COVID-19에 대한 검사는 알려진 이유(예: 천식)가 없이 기침, 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현재 보이는 개인에게만 권장됩니다. COVID-19 검사를 받기 원하거나 필요하고 
주치의(PCP)가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주치의에게 검사나 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면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전화상담이 선호됩니다. 
증상이 없는(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환자에게는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Q: 검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 COVID-19 검사를 받길 원하거나 받아야 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주치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COVID-19에 대한 검사가 보장되는지 판단하고, 
클리닉에서 검사하거나 검사 요청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고 전화나 이메일 연락처를 
통해 상설 의료 검사소를 환자에게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Bayhealth 환자들은 
의사를 먼저 볼 필요도 없이 전화를 통해 사전 선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설 의료 
검사소는 걸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검사에서는 비강 면봉을 검체로 
채집합니다. 그 다음 검체를 민간 실험실로 보내거나 델라웨어주 공중보건 실험실로 
보내 검사(분석)를 합니다. 처방한 의사가 그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DPH 콜 
센터는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검사는 무료입니다. 

Q: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집하거나 검사할 다른 곳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오직 의료 전문가만이 검사를 위해 면봉 검체를 채집하거나 COVID-19 검사를 할 
다른 곳을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알려진 다른 이유 없이 기침, 열, 호흡곤란 또는 
호흡기 질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일치하는 증상을 가진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PCP가 없는 개인은 DPH 콜 센터(866-408-1899, TTY: 7-1-1 또는 이메일: 
DPHCall@Delaware.gov), ChristianaCare (1-302-733-1000), Bayhealth (1-302-310-8477), 
Beebe (302-645-3200) 콜 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콜 센터와 연결된 의료 관계자가 전화를 
건 사람이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전화를 건 사람에게 상설 의료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적합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Q: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A: DPH 주 실험실에 보내진 검사는 24~48시간 이내에 완료되지만, 그 시간은 당일에 
수행되는 검사 수와 검체가 채집된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검체가 민간 
실험실로 보내져 처리되는 경우, 해당 검체가 검사를 위해 주 외부로 보내지므로 
결과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방한 의사가 그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DPH 콜 센터는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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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독립 의료 검사소 

다음은 현재의 검사소 위치입니다: 
• 뉴캐슬 카운티(New Castle County) – 4곳
• 켄트 카운티(Kent County) – 1곳

• 석세스 카운티(Sussex County) – 5곳
뉴캐슬 카운티 – 4곳 

관리기관: Saint Francis Healthcare 
검사 요건: 

• 드라이브 스루 전용, 보행 접근 금지

• 의사의 소개 및 예약 전용
• 증상이 나타나야 함

관리기관: Nemours/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검사 요건: 

• 드라이브 스루 전용, 보행 접근 금지
• 의사의 소개 및 예약 전용

• 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 검사, 각 개인마다 소개서가 있어야 합니다
• 증상이 나타나야 함

관리기관: ChristianaCare 
2곳    
검사 요건: 

• 의사의 소개 전용
• 환자는 ID를 지참할 것
• 환자는 보험 카드를 지참할 것
• 드라이브 스루 아님
• 증상이 나타나야 함

켄트 카운티 – 1곳 

관리기관: Bayhealth 
검사 요건: 

• 드라이브 스루 전용, 보행 접근 금지

• Bayhealth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팀을 통한 사전 선별 검사 완료.
직통전화(302-310-8477)는 월~금요일, 오전 8:15분 ~ 오후 6시,
토~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 증상이 나타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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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세스 카운티 - 5곳 

관리기관: Nanticoke Health Services 

검사 요건: 

• 드라이브 스루 전용, 보행 접근 금지

• 의사의 소개 및 예약 전용

• 증상이 나타나야 함

관리기관: Beebe Healthcare 

4곳 

검사 요건: 

• 드라이브 스루 전용, 보행 접근 금지

• 의사의 소개 및 예약 전용

• Beebe COVID-19 평가 양식을 작성해야 함

• 증상이 나타나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