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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세요

KOREAN

발열, 기침, 두통, 콧물, 인후통, 후각 또는 미각 상실, 설사, 오한, 또는 근육통이 있으세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사람과 가까이 접촉한 적이있으세요? 고령의 성인이거나 어느 연령이든 면역력 저하, 비만, 
또는 심각한 심장 질환과 같은 기타 만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인가요?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및 지역 사회 보호 기구는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주치의가 없는 
사람에게 무료 검사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진료실, 약국, 긴급 의료 
센터와 같은 개인적인 검사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의료 공급인에게 문의하세요.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드라이브 스루 검사
COVID19.AustinTexas.gov을 방문하거나 
512-972-5560으로 전화하세요.
• 평가를 받은 후 검사가 권장될 경우,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 밀폐된 차량을 타고 예약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약 확인서 또는 

어느 형태의 신분증이든 하나를 지참합니다. 귀하의 이민 상태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며칠 후에 결과가 전송됩니다.

인근 지역 검사
COVID19.AustinTexas.gov을 방문하거나 
512-972-5560으로 전화하세요.
검사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제한된 수의 검사만 당일 
방문에 가능합니다.
검사 장소:
• 기븐즈 디스트릿 공원
• 오스틴 공공 도서관 남동부 지부
• 오스틴 공공 도서관 리틀 월넛 크릭 지부
검사시간:
• 월요일 9am~1pm
• 수요일 3~7pm
• 금요일 9am ~ 1pm

임시 운영 검사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토요일마다 오스틴 전역에서 
임시 운영 검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의 소셜 미디어(SNS)를 주시하거나 
austintexas.gov/COVID19을 방문하여 이번 주 검사가 
어디서 운영될지 확인하세요.

가정용 검사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검사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검사를 예약하려면, 512-972-5560으로 전화 
주세요.

지역사회 보호 기구
드라이브 스루및 도보 검사
• 이 검사는 지역사회 보호 환자들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예약이 필요 없으며, 선착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 의료 지원 프로그램(MAP)이 허용됩니다.
각 검사장마다 검사 날짜와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하기 
전에 512-978-8775으로 전화 주세요.
• 핸콕 센터 (월요일 ~토요일)
• 바바라 조던 초등학교 (월요일 및 금요일)
• 혼즈비 던랍 초등학교(화요일)
• 마너 고등학교(수요일)
• 남동부 메트로 공원(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