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COVID-19 검사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언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음에도,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진단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아픈지 즉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 검사는 현재 교회, 공원, 여러분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걸어가거나 운전해서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은 쉽습니다.쉽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다면, 2-1-1로 전화하거나  
covid19.lacounty.gov/testing을 방문하십시오.

진단 검사 받는 방법

검사 받는 데 운전 면허증이나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단 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단 검사는 무료이고 기밀로 유지됩니다.

* 백신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2회분을 아직 투여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경우

• 혹은 본인이 COVID-19
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단체 시설에 살거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일하고(예: 교정 시설, 
그룹 홈 혹은 공장) 
COVID-19 확진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

하지 않았다면

• 증상이 있는 경우
• 의사 혹은 공중 보건국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COVIDHELP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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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GET TESTED (EVEN IF YOU DON’T  
HAVE SYMPTOMS)

Why COVID-19  
testing still matters When should I get tested?

As more people get vaccinated, it is still 
important to get tested. Testing means you 
can immediately find out if you are sick. You 
can get medical care more quickly and help 
stop the spread to family and friends. 

Testing is now available at churches, parks and other 
locations near you. And you don’t always need an 
appointment! You can walk up or drive up to get  
tested for COVID-19.

Getting tested is easy.

To get a test, call your doctor first. If you don’t have a 
doctor, call 2-1-1 or visit covidhelpla.org 

How to get a test

You do not need a driver’s license or Social Security 
number. Tests are free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Tests are free & confidential.

* If it has been less than two weeks since your vaccine, or if 
you still need to get your second dose, you are NOT fully 
vaccinated and NOT fully protected. 

• If you know for sure 
that you have been 
exposed to someone 
with COVID-19,

• Or if you believe you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If you have not yet 
received a vaccine, or are 
not fully vaccinated* yet

• If you have symptoms.
• If you were asked by a doctor  

or Public Health to get tested.
Everyone

• If you live in a group 
setting or work in 
a crowded place 
(like a correctional 
facility, group home 
or factory) and are 
around someone  
who has COVID-19.

If you’ve been  
fully vaccin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