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사용 방법

검체 채취

결과 보고하기

결과 판독하기검체 검사

포장된 비강 면봉을 꺼내세요. 면봉을 한쪽 콧구멍의 2~3 cm 
지점까지 집어넣으세요.

콧구멍 안쪽 표면에서 면봉을 
천천히 5회 정도 돌려 문질러 
주세요. 동일한 면봉을 다른 쪽 
콧구멍에 넣어 이 채취 절차를 
반복하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정확한 
시간을 키트 상자에 적힌 사용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이것은 키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출 완충액이 든 튜브의 
윗부분에서 알루미늄 박막 
덮개를 벗깁니다.

면봉을 추출 튜브 안에 
집어넣으세요. 적어도 5회 
이상 면봉을 휘저으세요.

면봉을 튜브 벽에 대고 
돌려가며 꺼내면서 튜브를 
두 손가락으로 꽉 눌러 
면봉에서 액체를 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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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My Covid Record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mycovidrecord.health.nz에 로그인하거나  
0800 222 478로 전화해 옵션 3을 누르세요. 

밀접 접촉자 규정 면제 제도의 대상자는 
고용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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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침은 키트 제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서 아래 
지침이 적용됩니다. 제조사의 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양성
C와 T (줄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라도 
상관없음)옆에 각각 하나씩, 두 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 

무효 결과
C 옆에 줄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가  
무효임을 나타냅니다. 무효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결과가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

음성
C 옆에 줄 하나가 나오면 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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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뚜껑으로 튜브를 
닫고 꾹 눌러 넣으세요.  
튜브 아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쳐 잘 섞습니다.

튜브를 뒤집어 테스트기의 
우묵한 검체 점적 부위 위에 
대세요. 튜브를 부드럽게 
짜내세요. 3~5 방울을 검체 
점적 부위에 떨어뜨립니다.

몇 분 후에 검사 결과가 
표시되는지 키트 사용 
지침에 나옵니다. 그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세요. 사용한 
키트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COVID-19 - 검사 지침

가구 내 접촉자 - COVID-19 감염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CCES(밀접 접촉자 규정 면제 제도)에 따른 필수 작업자 - 필수 작업자로서 CCES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usiness.govt.nz를 참조하세요.

 

+
집에 같이 사는 누군가가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인지 3일 후에 RAT 

검사를 하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지침을 따르세요(위 

시나리오).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인지  

7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하세요.

일을 하는 날은 매번 검사를 해 음성인지 확인하세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은 검사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필수 작업자 CCES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유증상자 - 한 가지 이상의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govt.nz를 참조하세요.

증상이 생기는 즉시 RAT 
검사를 하세요. 양성으로 

나올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증상이 있으면 48시간 후에 

다시 검사하세요. 또 음성이면 
전문 의료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가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참조하세요(아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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