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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검사 안내
(뉴욕시 외 다른 지역)

1. 지카 바이러스는 의료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부이며, 임신 기간 동안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던 장소로 이동한 경우

• 임신부이며,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던 장소로 여행했던 파트너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갖었던 경우.

• 남녀 포함,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던 장소로 여행 중 약 4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과 함께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경우

2.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 LHD)에서 “지카 바이러스 검사 승인서”를
취득하십시오
이 승인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 기관과 LHD는 여러분과 함께 일합니다. (LHD 연락처 정보: http://www.nysacho.org/
i4a/pages/index.cfm?pageID=3779)

양식은 귀하 또는 귀하의 담당 의료기관에 이메일로 전송될 수 있으며, LHD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검사 처방을 받으십시오
검사를 위해 LHD 승인을 받는 것 외에도 담당 의료기관은 귀하께 필요한 연구소 검사에 대한 처방전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4.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격리 시설로 연락하십시오
병원 및 해당 연구소 전화번호 목록은 해당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5. 격리 시설 방문
방문 시 LHD에서 받은 승인서와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샘플 수집 및 격리 시설은 보건부의 승인서와
의료기관의 처방전 모두를 제출하지 않는 한 연구소 검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격리 시설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하여 혈액과 소변 샘플을 수집한 후 New York State 공중 보건 연구소인 Wadsworth 
Center(워즈워스센터)로 전달합니다. 혈액과 소변의 수집, 운반 및 검사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문 시 소매가 
짧거나 소매를 쉽게 위로 접을 수 있는 의복을 입고 오십시오.

6. 귀하의 검사 결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는 2단계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샘플 채취 후 며칠 내에 통보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결과는 관련 검사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약 21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차 샘플 채취가 끝나고 3주 후에 추가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의료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당사자는 해당 결과를 논의하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사항
해당 보건 당국 연락처: https://www.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연락처는 1-888-364-4723입니다.

뉴욕시 주민들을 위한 지카 바이러스 검사 지침서: http://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cd/zika-advisory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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