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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는 중병 위험이 가장 높고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앨버타주 
주민에게 계속 PCR COVID-19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 18일, PCR 검사 프로그램의 몇 가지 자격 및 운영 방침 변경이 발효한다. 임상 치료용 정보로 쓰기 위해 
검사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야 하며, 몇몇 검사소가 바뀐다. 

“우리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토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PCR 
검사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앨버타주 주민의 환자중심적 의료와 더 가까운 진료를 촉진하고, 가장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앨버타주의 검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지난 2년간 펑가 센터에서 파견 근무한 몇몇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역할로 돌아가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제이슨 코핑, 보건부 장관(Minister of Health) 

“올여름 및 올가을에 앨버타주는 COVID-19 파동이 계속되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상을 잘 살펴보고, 몸이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고, 치료 적격자는 몸이 아플 경우 
신속하게 신속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일깨운다.” 

디나 힌쇼 박사, 수석보건의료관(Chief Medical Officer of Health) 

앨버타주 보건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 - AHS) 평가 도구 및 검사소 위치 

AHS 온라인 평가 도구는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 또는 의료 
전문가가 의뢰한 사람이 AHS 클리닉에서 검사 예약을 할 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AHS는 계속해서 몇몇 평가 센터에서 PCR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검사소로 지정된 
AHS 클리닉에서 다른 여러 서비스와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료 관련 결정의 기반 정보로 쓰기 위해 검사가 필요할 경우, 1차 진료소 및 긴급 치료 클리닉은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거나 AHS 클리닉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상가 의뢰를 통한 자격 

진료용 정보로 쓰기 위해 PCR 검사가 필요한 앨버타주 주민은 7월 18일부터는 임상가의 의뢰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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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환자 치료(팍스로비드 또는 렘데시비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유증상자 
• 임신한 유증상자 
• 진단의 일부로서 검사가 의뢰된 사람 

임상가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검사 옵션을 판단하며, 여기에는 자택 또는 클리닉에서의 신속 검사, 그리고 
PCR 검사 또는 AHS 검사소 의뢰를 위해 실험실에 발송된 검체를 사용한 클리닉 내 면봉 검사가 포함될 수 
있다. 

담당 임상가에 의해 AHS 검사소에 의뢰된 사람의 경우, 평가 도구에 주치의 성명을 입력하면 주치의가 실험실 
요청서를 제출한다. 

1차 진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거나 진료 예약을 할 수 없는 외래 환자 치료 적격자는 변함없이 Health Link에 
전화할 수 있다(1-844-343-0971). 

자기 의뢰를 통한 자격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적격자는 변함없이 AHS 평가 도구를 통해 자기 의뢰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된다: 

• 퍼스트네이션족, 이누이트족 및 메티스족의 고립된 벽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유증상자 
• 보건의료 및 지속간호 노동자, 교도소, 보호소 등의 특정 고전파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퍼스트네이션족, 이누이트족 및 메티스족의 고립된 벽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도 변함없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전파 위험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해당 거주지/체류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 검사 

신속 검사는 여전히 모든 앨버타주 주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이다. 앨버타주 
전역의 수백 개 약국을 통해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신속 검사 키트가 무료로 보급된다. 
 

관련 정보 

• COVID-19 증상과 검사 
• AHS 평가 도구 

 

미디어 문의 

Steve Buick  
780-288-1735 
Senior Press Secretary, Health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lbertahealthservices.ca%2Ftopics%2FPage17753.aspx&data=05%7C01%7CJoti.Buttar%40gov.ab.ca%7Ca2936ae8c3da4f9d251008da642c8102%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793243953736074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3O%2FzWDcdR57OQ65qZjy4H5hkawA4AWOBCjO7S9qZ9as%3D&reserved=0
https://www.alberta.ca/covid-19-testing-in-alberta.aspx
https://myhealth.alberta.ca/Journey/COVID-19/Pages/COVID-Self-Assessment.aspx
mailto:Steve.Buick@gov.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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