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Home COVID-19
채취�키트
추가�검사�방법은 coronavirus.dc.gov/testing을�참조해�주십시오.

testyourself.dc.gov

컬럼비아�특별구�정부(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긴급사용승인(EUA) 하에서만�사용. 체외(in vitro) 검사�진단용.

만료�날짜

이�키트를�얻으려면 18세�이상이어야�합니다. 이�제품은 18세�이상(자가�채취), 14세�이상(성인의�감독�하에
자가�채취) 또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의심�증상이나�그�밖의�사유가�없는�개인�등 2세�이상(성인의
도움으로�채취) 개인들로부터�개별의�전방�비강�면봉�검체와�함께�사용하기�위함입니다.

키트�구성품:

시료관

면봉

멸균�비닐백

반송용�봉투

지침�카드

사용하기�전�키트는 15°-30°C에서�보관해야�합니다. 검체가�채취되면�키트는�외부�온도에�관계없이�동봉된�지침에�따라
TestYourself DC 수거함에�반송할�수�있습니다.

키트�구성품은�표시된�것과�외관�및�색상에�다소�차이가�날�수�있습니다.

체외(in vitro) 검사�진단용. 긴급사용승인(EUA) 하에서만�사용
이 제품은 FDA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공인 검사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EUA에 따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여타의 다른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아닌 SARS-CoV-2의 핵산 검출에 대해서만 승인되었습니다. 및
이 제품의 긴급 사용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
360bbb-3(b)(1)의 Section 564(b)(1)에 따라 체외 진단의 긴급사용 승인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선포 기간
동안에만 승인됩니다. 단, 해당 선포가 종료되거나 승인이 더 빨리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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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in vitro) 검사�진단용. 긴급사용승인(EUA) 하에서만�사용. 키트�용도: Test Yourself DC At-Home COVID-19 채취�키트는 18세

하시고�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하세요.

시료관에는�식염수가�들어�있습니다. 눈에�접촉되지�않게
시료관

면봉

멸균�비닐백

반송용�봉투

지침�카드

키트�구성품:

At-Home COVID-19 채취�키트

testyourself.dc.gov

개인의�사용�등 2세에서 73세(성인의�도움으로�채취) 개인들로부터�개별의�전방�비강�면봉�검체와�함께�사용하기�위함입니다.

본�키트�사용법

이상(자가�채취), 14-17세�미성년자(성인의�감독�하에�자가�채취) 또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의심�증상이나�그�밖의�사유가�없는

중요
검사를�완료하고�등록한�당일�오후 8시까지
적절한�수거함에�반송해야�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에�반송한�검체는�폐기됩니다! 가까운�수거함
조회: testyourself.dc.gov

자가�채취를�시작하기�전에�모든�지침을�주의�깊게�읽습니다. 2-13세�어린이의�검체를�채취하는
부모�또는�보호자의�경우, 지침(뒷면)을�주의�깊게�읽고�자녀를�위해�단계별�지침을�준수합니다.
18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 부모/보호자에게�지침�확인과�가까운�수거함에�키트를�반송하는�것
등�도움을�요청합니다.

1. 휴대전화나�데스크톱�컴퓨터에서 testyourself.dc.gov를
방문합니다.
2. 다음�단계를�수행하여�키트를�등록합니다.
웹사이트에�메시지가�표시되면�시료관에�인쇄된�파란색
번호를�입력합니다. 웹사이트에�메시지가�표시되면�시료관에
인쇄된 빨간색 번호를�입력합니다. 해당하는�경우�귀하의�성명,
인구통계�정보�및�보험�정보를�제공합니다.
참고: 키트를�수거함에�반환하기�전, 반드시�키트를�등록해야�합니다.
미등록�시, 검체는�폐기됩니다!

3. 지침을�주의�깊게�살펴본�후, 비강�면봉�검체(뒷면�지침)를
채취합니다.
4. 뒷면에�명시된�대로�키트를�포장합니다.
5. 검체�채취�당일�오후 8시까지�가까운�수거함에�키트를�반환합니다.
가까운�수거함�조회: testyourself.dc.gov
(주의사항: 키트를�수거함에�반환하기�전, 반드시�키트를�등록해야�합니다.)

6. 결과는�이메일(선택한�경우�문자메시지)로�수신하게�됩니다.

*보험정보는�필요하지�않습니다. 보험�정보를�제공하시면, 컬럼비아�특별구는�귀하의�보험사로부터
검사비�환급을�요청할�것이며, 귀하는�보험정보�제공�여부에�관계없이�기본분담금을�포함한�모든�비용에
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DC Health
899 North Capitol Street NE, Suite 500
Washington, DC 20002

검사�결과는�검체�제출�후�근무일�기준�보통 2~3일�후에�확인할�수�있습니다.
지원이�필요하면�이메일(testingresults@dc.gov)로 DC Health에
문의하시거나 DC Health 코로나지원라인(Covid Support Line)에
1(855) 363-0333으로�전화해�주세요.
이�제품은 FDA 허가�또는�승인을�받지�않았지만�공인�검사실에서�사용하기�위해 EUA에�따라 FDA의�긴급
사용�승인을�받았습니다.
이�제품은�여타의�다른�바이러스나�병원체가�아닌 SARS-CoV-2의�핵산�검출에�대해서만�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제품의�긴급�사용은 ‘연방�식품, 의약품�및�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 360bbb-3(b)(1)의 Section 564(b)(1)에�따라�체외�진단의�긴급사용�승인을�정당화하는�상황이
존재하는�선포�기간�동안에만�승인됩니다. 단, 해당�선포가�종료되거나�승인이�더�빨리�취소되는�경우는
제외됩니다.

v4.22

At-Home COVID-19 채취�키트: 채취�지침

1. 자가�채취를�시작하기�전에�모든�지침을�주의
깊게�읽습니다. 2-13세�어린이의�검체를�채취하는
부모�또는�보호자의�경우, 지침(뒷면)을�주의�깊게
읽고�자녀를�위해�단계별�지침을�준수합니다. 18세
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부모�또는�보호자에게
이�지침에�대한�도움을�요청합니다.

2. 검체를�채취할�준비가�되면 testyourself.dc.gov
에서�키트를�온라인으로�등록하고�시료관에�있는�파란색
검사�코드와�빨간색�검체 ID 번호와�요청된
인구통계정보를�입력합니다! 검체�반환�전�반드시
키트를�등록해야�하며, 미등록�검체는�폐기됩니다!

3. 가까운�수거함을�조회하려면 testyourself.dc.gov
를�참조해�주세요. 반드시�검체를�채취한�당일�오후 8시
이전에�수거함에�가져와야�합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부모�또는�보호자에게�위치
조회/가까운�수거함에�검체를�반환하는�것에�대해
도움을�요청하세요.

긴급사용승인(EUA) 하에서만�사용.
체외(in vitro) 검사�진단용

4. 계속하려면�손을�씻고�건조시킵니다(또는�소독제
사용). 모든�구성품을�깨끗한�표면에�둡니다.

면봉 끝부분이
콧구멍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함

5. 면봉�포장을�개봉해�면봉의�축을�잡습니다. 면봉
끝부분은�만지지�않도록�합니다.

동일한�끝부분

9. 두�번째�콧구멍에서�면봉을�빼낸�다음, 면봉을
시료관에�담습니다. 코�안에�삽입했던�면봉�끝부분을
먼저�관�내부로�넣어�액체에�잠기도록�해야�합니다.
시료관의�상단을�단단히�조여�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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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경우 1/2인치
미만으로�삽입합니다.

6. 시료관의�상단을�개봉합니다. 한�손에는�면봉을
잡고�다른�손에는�시료관을�잡습니다. 액체를�흘리지
않도록�주의합니다. 액체는�마시지�마십시오.

7. 면봉�끝부분을�한쪽�콧구멍�안으로�삽입합니다.
면봉이�더�이상�보이지�않을�때까지만�면봉�끝부분을
삽입해야�합니다. 면봉이�콧구멍�안쪽의�전체�표면에
닿게�최소 3회�빙글빙글�돌립니다. 어린이를�대상으로
검체�채취�시�면봉을�콧구멍에�너무�깊숙이�삽입하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10. 다시�손을�꼼꼼히�씻고�건조시킵니다(또는�소독제
사용). 시료관을�멸균�비닐백에�넣습니다. 비닐백�안의
흡수�패드는�제거하지�마십시오. 지퍼를�완전히
봉인하여�시료가�담긴�멸균�비닐백을�밀봉합니다.

11. 검체가�담긴�멸균�비닐백을�반송용�봉투에
넣습니다. 접착�스트립을�제거하고�봉투를�봉인합니다.
결과를�조회하는�데�도움이�필요할�경우에�대비하여
본�채취�지침을�잘�보관해�두시기�바랍니다. 나머지
구성품은�폐기할�수�있습니다.

동일한�끝부분
사용

8. 콧구멍에서�면봉을�제거합니다. 방금�전과�동일한
면봉�끝부분을�사용하여�다른�콧구멍�안에�면봉을
넣고�절차(7단계)를�반복합니다.

12. 시료를�채취한�당일�오후 8시까지 DC의�검체
수거함�중�하나에�채취물이�담긴�봉투를�넣습니다.
검체는�반송�당일에�반드시�채취해야�하며�반송�전에
검체를�등록해야�합니다. testyourself.dc.gov에서
가까운�수거함을�찾으실�수�있습니다.

반송용�봉투

검체를�멸균�비닐백에�담은�후,
반송용�봉투에�넣어�채취�및�등록한
당일�오후 8시까지�반송

검체�반송법:

1. 검체가�꽉�밀봉되었는지�확인합니다.
2. 검체를�멸균�비닐백에�넣습니다.
3. 멸균�비닐백을�접습니다.
4. 봉투에�담습니다.
5. 봉투를�봉인합니다.
가까운�수거함에�봉투를�반송합니다.
위치�조회:
testyourself.dc.gov

도움이�필요하면 DC Health에
Testingresults@dc.gov 또는
(855) 363-0333으로�문의해�주십시오.
우리�도시를�깨끗이�지키고�책임감�있게
쓰레기를�처리해�주세요.

키트 사용 지침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sử dụng bộ dụng cụ của bạn, hãy truy cập

Pour obtenir des instructions sur l'utilisation de votre kit, visitez
ኪትዎን ለመጠቀም መመሪያዎች ፣ ይጎብኙ
Para obtener instrucciones sobre cómo usar su kit, visite;
单击此处获取使用测试套件的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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