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COVID-19 진단(바이러스/항원) 및 항체 검사 장소 안내
COVID-19 검사의 유형은 진단 및 항체 검사 두 가지입니다. 진단 검사는 비강 혹은 목에 면봉을 사용하여 현재 감염 여부를 알려줍니다. 항체 검사는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이전 감염으로 인한 항체 생성 여부를
알려줍니다. 진단 검사의 유형은 다른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바이러스 PCR 및 항체 검사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 PCR 검사는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실험실에서 수행됩니다(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음).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엔 바이러스 PCR 검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약 15 분이 소요됩니다.

시설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시간

검사
유형

검사 자격/
요건
• 1 단계: 검사 전 원격 진료
필수
• 2 단계: Alexandria
AllCare 에서
드라이브스루(PCR 검사)
또는 알링턴 시설
방문(항체 검사)
• 검사 연령: 13 세 이상
• 의사 소견서 불필요
• 저소득, 무보험 또는 적용
제한 보험 보유 시

AllCare Family Medicine and
Urgent Care of Arlington
1515 N. Courthouse Rd.,
Suite 140
Arlington, VA 22201

703-812-8200
https://allcarefamilymed.com/arlington-va
월~토: 오전 8 시~오후 8 시
일: 오전 9 시~오후 5 시

Arlington Mill Community Center
(알링턴 무료 진료소/알링턴
카운티/버지니아 보건부)
909 S. Dinwiddie St.
Arlington, VA 22204

703-912-0118
health.arlingtonva.us/covid-19coronavirus-updates/covid-19-testing
월~금: 오후 1시~오후 5시
매월 2 번째 및 4 번째 월요일: 오후
1 시~오후 7 시
매월 1 번째 토요일: 오전 8 시~오후 12 시

바이러
스 PCR

health.arlingtonva.us/covid-19coronavirus-updates/covid-19-testing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바이러
스 PCR

• 검사 연령: 13 세 이상
• 의사의 검사 지시 필수
• 증상 필수

바이러
스 PCR

• 증상 필수 또는
• 의사의 수술 전 검사 지시
필수

드라이브스루 채취 시설(알링턴
카운티/Quest)
1429 N. Quincy St.
Arlington, VA 22207
INOVA Urgent Care – North
Arlington
4600 Lee Hwy.
Arlington, VA 22207
Preston’s Pharmacy
5101 Lee Hwy.
Arlington, VA 22207
Urgent Care Center of Arlington
2439 N. Harrison St.
Arlington, VA 22207
Xpress Care
1409 S. Fern St.
Arlington, VA 22202

571-492-3080
www.inova.org/locations/inova-urgentcare-north-arlington
월~금: 오전 8 시~오후 8 시
703-522-3412
http://prestonspharmacy.com/covid
월~금: 오전 6 시~오후 6 시
토: 오전 6 시~오후 4 시
일: 오전 6 시~오전 8 시, 오후 5 시~오후
7시
571-210-3161
www.urgentcarearlingtonva.com
월~금: 오전 10 시~오후 6 시
토/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703-521-2121
https://www.xpresscarenow.com
월~금: 오전 9 시~오후 8 시
토/일: 오전 9 시~오후 4 시

* 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할 수 있음

바이러
스 PCR
항체

바이러
스 PCR
바이러
스 PCR
항원(신속)
바이러
스 PCR
항체

검사 예약
필수 여부

PCR: 불필요
항체: 필요

필요

통역사 지원
여부

스페인어

스페인어

불필요

무보험
환자 수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비용
• 인정되는 보험 또는 정부 발급 신분증:
무료
• 무보험 증명 서류 및 정부 발급 신분증:
$125
• 인정되지 않는 보험: $206
무료
(본 시설은 소득, 무보험 또는 적용 제한

보험 거주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제공하는
지역 안전망 진료소입니다)
검사비 보험사로 청구
(건강 보험 제출 필수)
• 방문 시(필요한 경우): $200*
• PCR: $50*

필요

스페인어

가능

필요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능(2 일
및 익일
검사)

필요

스페인어

가능

• 방문(필수): 기본 진료비(Copay) 또는
$150*
• PCR 또는 항원: $50*

불필요

스페인어

가능

• PCR: $175*
• 항체: $150*

• 검사 연령: 2 세 이상
• 의사 소견서 불필요

• 의사 소견서 불필요

• 의사 소견서 불필요

• PCR 3~5 일: 예약 비용 주중 $35 /주말
$45: 검사비 보험사로 청구
• PCR 2 일: $200
• PCR 익일: $350

 보험 적용 불가. 검사 시 결제.

알링턴 카운티 공중 보건부에서 수집한 정보는 2020 년 10 월 14 일 현재 정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 검사 절차
검사 대상: 일반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확진자와 2m(6 피트) 거리
내에서 15 분 이상 접촉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COVID-19 은
가벼운 증상, 심한 통증 또는 무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COVID-

1 증상 확인
COVID-19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38도(100.4°F)
이상의 고열, 기침, 숨 가쁨 또는 호흡 곤란입니다.

19 검사를 받으면 아플 때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으며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테스트 시설은

2

진료받기

방문 전 사전 검진 또는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며 대부분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오한, 오한이 동반되는 반복적 몸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

주치의가 있는 경우: 예약을 잡고 대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으십시오.

호흡 곤란,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정신 혼미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문의

일어나기 어려운 증상, 입술이나 얼굴이 청색이

없이 주치의를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되는 등의 위험 징후가 나타날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위험 징후는 없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 특히 65 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당뇨 등의 심각한 기저

주치의 또는 보험이 없는 경우:
본 문서에 수록된 검사 시설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샘플 채취
진단 검사의 유형은 다른

4 결과 수령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검사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검출하는 바이러스 PCR 및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질환이 있거나 그 외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 2 단계를

진료를 받았으며 의사가 COVID-19

항체 검사 두 가지입니다.

진행하십시오.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타인과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한 경우 의사의

바이러스 PCR 검사는 가장

지침을 따르십시오.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확하며 비강 또는 구강에

어려운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는

면봉을 사용하여 검체를

것이 중요합니다.

COVID-19 확진자 대부분은 자택에서 회복 기간을
가집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자택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자료 재구성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진료소에서 검사 예약 일정을

채취합니다.

잡거나 검사 시설로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시설에서 예약 없이 차량 또는
도보로 방문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COVID-19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703-228-7999 로 전화하여 COVID-19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중: 오전 7 시~오후 7 시, 토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COVID-19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침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