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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기관에 가요

코로나19 
검사 기관



코로나19 검사  
기관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안내서는 시드니 서부 지역 보건 지구, 주민 보건 센터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We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Mum, Felicity and her daughter, Georgie 
Merrylands Park Drive-through COVID-19 Testing Clinic
Merrylands Family Practice
Sydney Children’s Hospitals Network 
Mudgee Community Preschool and  
Mudgee Respiratory Clinic, South Mudgee Surgery  
(for adaption of origin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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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해요.
코비드 검사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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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몇 곳이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

드라이브스루 검사 
기관에서는 그냥 차 
안에 그대로 있어도 
돼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검사 기관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한 분만 나와 같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오빠, 언니 혹은 동생이 아프면 
나와 함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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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거나

궁금하거나 

무섭거나

차분하고 자신만만 할 
수도 있어요

검사를 받기 전에 다양한 기분을 
느끼게 될 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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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걱정이 되거나 떨린다면,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셔 보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가져가서, 검사를  
받는 동안 안고 있거나 손에 꼭 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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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기 전에 엄마나 아빠, 아니면  
다른 어른들께 내 기분을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른들께 여쭤봐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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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으러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마스크와 가운, 
그리고 장갑을 끼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간호사 선생님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균을 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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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보호자님께: 3세 미만 아동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손 
소독제(세정제)로 먼저 
손을 씻을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것처럼 나도 마스크를 
받아서 쓰게 될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내 
이마에 체온계를 
대고 체온을 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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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선생님이 나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실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의 귀와 입 안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숨소리와 심장박동을 
들어 보실 거예요.  

콩닥 콩닥...   
      콩닥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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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선생님이 긴 검사기구로 두 번 
빠르게 검사를 하실 거예요.  

이 검사기구는 긴 
면봉같이 생겼는데, 
부드러워요. 

면봉 같은 기구로 입 안에 
부드럽게 한 번 넣어요. 
그 다음에 콧 속으로 부드럽게 
한 번 더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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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검사가 아프지는 않지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마치 조각상이  
된 것처럼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조각상 놀이를 하면 되겠네요!

셋, 
둘, 
하나... 
끝났어요!

제 인형도 용감하게 
면봉 검사를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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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사는 끝났고 
집에 가면 돼요. 

정말 잘했어, 내가 해 냈어요!

검사를 받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서, 검사 결과가 나오고

몸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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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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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기관에 가 보아요.
조지가 어디로 갔나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조지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조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을 따라가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모님/보호자님께: 자녀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가볍더라도 곧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정보  검사기관 자료 포함

시드니 어린이 병원 
네트워크: 
www.schn.health.
nsw.gov.au/covid-19-
information

시드니 서부 코로나19 
커뮤니티 자료:  
www.wslhd. 
health.nsw.gov.au/ 
covid-19wellbeing

건강한 아동 시드니 서부:  
www.wslhd.health.nsw.
gov.au/Healthy- 
Children

본 안내서는 웨스턴 시드니 코로나 19 테스트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게 될 아동에게 코로나19검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검사 과정은 각 개인별 증상이나 테스트 클리닉의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모든 정보는 출판 시점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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