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보건국, 1 월 15 일 토요일 페어팩스 보건 지구에 코로나 19  지역검사 센터 개설 

페어팩스카운티 보건국은  버지니아주 보건국의 지역검사 센터 (Community Testing Center) 가 1 월 15 일 

토요일에 개설하며 코로나-19 검사 에 대한 예약을 통해 무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등  검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검사 센터 는  대형 텐트 설치돼어 있는  페어팩스카운티 정부 

센터(https://www.fairfaxcounty.gov/topics/facilities-and-locations) B 주차장에 있습니다. B 주차장은 정부청사 

단지 남서쪽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Community Testing Center 예약만으로  검사 할수있읍니다 , 

토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예약하시러면, 여기로 입력하십시오: 

https://vase.vdh.virginia.gov/vdhapps/f?p=testreg:testingappointments  

예약은 일반적으로 24 시간 전에 가능합니다. 공석이 표시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약속이 추가되무로 자주 

확인하십시오. 약속을 잡았지만 지킬 수 없거나 다른 곳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 지역검사센터  연락하시고 

약속을 취소해서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예약할수 있게합니다.  

코로나 19 검사  결과는 예약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텍스트 또는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검사를 

받는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PCR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사람이 

무증상(질병 징후를 보이지 않음)인 경우에도 활성 COVID-19 감염을 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 증상(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이 있거나 

코로나-19 노출 후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개인에게 검사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격리를 마친 후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려는 사람은 PCR 검사를 통해 개인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아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PCR 검사를 하지마십시요.  

예약은 필수이지만 대기 시간이 있수무로  모든 방문객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야 합니다.  줄이 많으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옷를  따뜻하게 입으십시요. 드라이브 인  않입니다 그러무로  참석자는 

주차하고  텐트에 입장해야 합니다. 

페어팩스카운티는 지역에 추가 검사 자원 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탐색할 것입니다. 이 지역 검사 

센터는 약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지역 파트너가 지역에서 제공하는 기타 검사를 보완할것입니다. 

검사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코로나-19  콜 센터(703-324-7404)로 연락하십시요.  

코로나 19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VDH COVID-19 검사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covid-19-testing/ 

주의: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규 시간에는 CTC 내부에 뉴스 미디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규 

시간 외에 Community Testing Center 를 견학하려면 Public Information Office 와 24 시간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견학하려면 Public Information office 가 에스코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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