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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방법 
LA 카운티에서 COVID-19 검사 받는 여러 방법  
 
 
 

 
무료 검사 

 

귀하에게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담당의 또는 건강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치의와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COVID-19 검사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 고용주 또는 학교에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장 혹은 학교를 통해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 보험이 없으셔도 염려하지 마세요. LA 카운티에서는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검사소 방문하기 
 

카운티 운영 검사소 
o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로 공중 보건 센터 간호사 진료소에서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o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PCR(유전자 검사) 및 항원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o 검사소 위치 및 운영 시간을 보시려면 ph.lacounty.gov/chs/NurseClinic.pdf를 방문하세요. 

(스페인어 정보). 
 

 
           보건 센터 또는 약국 

          HHS 지역사회 내 COVID-19 검사소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저렴한 검사 비용 또는 무료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o 만약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보건 센터에서 귀하에게 메디-칼(Medi-Cal)과 같이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여 검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건강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o 건강 보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향이 없을 경우 일부 검사소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많은 약국에서 COVID-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해당 약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지 전화로 문의주세요. 개인 약국에 대한 정보는 
doineedacovid19test.com에서 확인하세요. 

 
무료 항원 검사 키트 받기  
 

본인이 검체를 채취하여 자가 진단 검진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 검사' 결과는 보통 10-30 분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원 검사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줄에 식별 
가능하고 안내 지침에 따라 같은 색깔인지 확인하세요. ph.lacounty.gov/covidselftes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방 정부에서 우편 배송-모든 가정 대상  
각 가정에서는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무료 검사 키트 4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vidtests.gov를 방문하여 요청하거나 1-800-232-0233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공중 보건국에서 우편 배송-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외출이 불가능한 사람 대상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65 이상 고령자나 외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2개의 무료 진단 검사 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배송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tests/
http://ph.lacounty.gov/chs/NurseClinic.pdf
http://ph.lacounty.gov/chs/NurseClinic_Spanish.pdf
https://www.hhs.gov/coronavirus/community-based-testing-sites/index.html
https://doineedacovid19test.com/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tests/self/
https://www.covid.gov/tests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SHJZBzjqG0WKvqY47dusgRbGcg4MD2tMgRXwIzEKKzFUOUJZOTY1SjRLWlFQNUtRRUExQjI3OFFNNi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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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의 다중 서비스 제공 검사소 
운영 시간과 접종 위치를 알아보려면 ph.lacounty.gov/vaccinepods 를 방문하거나 운영 일정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곳  
많은 도서관, 푸드 뱅크, 노인 센터 및 다른 지역 기관들에서 무료로 검사 키트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찾으려면 도서관 찾아보기를 방문하세요.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카드를 지참하고 약국 방문 
각 가정 구성원의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카드(들)을 준비하세요. 처방전을 수령하는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카드를 보여주세요. 개인 당 COVID-19 재택 진단 검사를 8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강 보험 활용 
건강 보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 플랜에 따라 각 가입 대상자 당 매월 8개의 재택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을 통해 검사를 받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으로 검사 키트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 혹은 다른 소매점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영수증을 
제출하고 모든 검사 비용 또는 일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 식품 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승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CMS 웹사이트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무료 COVID-19 재택 검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의사나 건강 보험 플랜에 대한 질문 
 

건강 보험이 있고 담당 의사가 검사 키트를 주문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현 증상이 없어도 검사 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보험사에서 COVID-19 검사 비용을 모두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직장을 통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 

어린이 대상 검사 
 
 

• 귀하 자녀가 감염된 경우 주치의 또는 지역 보건 센터에서 검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2-1-1로 전화하거나 211LA를 방문하세요.  거주지 근처의 
보건 센터를 찾아보려면 HRSA.gov에서 참고하세요. 

•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카운티 지원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여러 약국에서 제한하는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마트/Quest Diagnostics 검사는 만 2세 
이상이고, CVS Health 및 월그린스(Walgreens)의 검사는 만 3세 이상이어야 하고 Rite Aid의 
검사는 만 4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개인 약국에 대한 정보는 doineedacovid19test.com에서 
확인하세요.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tests/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vaccine/sites.htm
http://ph.lacounty.gov/Coronavirus/docs/POD_Site_Services.pdf
https://lacountylibrary.org/antigen-tests/
https://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home-otc-covid-19-diagnostic-tests
https://www.cms.gov/how-to-get-your-at-home-OTC-COVID-19-test-for-free
https://211la.org/resources/subcategory/healthcare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zip=90012&radius=20&incrementalsearch=true
https://patient.questdiagnostics.com/no-cost-covid-test
https://www.cvs.com/minuteclinic/covid-19-testing
https://www.walgreens.com/findcare/covid19/testing
https://www.riteaid.com/pharmacy/services/covid-19-testing
https://doineedacovid19t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