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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수령 방법 
 

COVID-19 검사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화된 QR Code 를 통해 

2. 결과 포털을 통해  

3. 본인의 모바일 폰으로 보내주는 문자를 통해  

 

검사 후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 NSW 보건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집으로 곧장 가서 자가 격리하세요.   

•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24 시간 내에 결과를 받습니다. 

 

옵션 1: 개인화된 QR Code 를 통해 

검사 받을 때 개인화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아래에 적혀 있는) QR Code 전단을 받았다면, 

본인의 전화 카메라로 그 QR code 를 스캔하고 보내기를 누르세요. 

 

이 QR code 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옵션 2: 온라인 결과 포털   

• https://my.pathology.health.nsw.gov.au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본인의 모바일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 후 파랑 버튼을 클릭하세요.  호주 국가 번호는 

+61 이라고 나올겁니다. 만일  국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 국가 번호를 +61 에서 전화기에 

입력된 국가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 본인의 모바일 폰으로 코드가 발송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passcode’라고 나오는 부분에 이 

코드를 입력하고 파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의: 이번에 온라인 결과 포털을 처음 방문했다면, 추가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  ‘View Results’(결과 보기)를 클릭하고 다음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이름 

– 성 

– 생년월일 

– 자택 우편번호 

– 성별- 예를 들어 남성, 여성, 또는 기타  

– 검사일- 검사를 받은 날짜입니다. 

– 메디케어가 있으면 메디케어 번호. 없으면 비워 두세요. 

https://my.pathology.health.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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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에 ‘Select collection centre' (검사 센터를 선택하세요)라고 쓰인 파랑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이 COVID-19 검사받은 장소를 찾아보세요. NSW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센터 말고도 독립 

검사 센터가 여럿 있습니다. NSW 보건부 병리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을 택하면, 그 검사소에 

연락하여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을 이 웹사이트에서 알려줍니다. 

• 결과를 보려면, ‘View Results’(결과 보기)를 클릭하세요. 

• 그러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일월(각 두 자리)년(네 자리) 순으로, 즉  01051971 식으로 

입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본인의 COVID 검사 결과를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옵션 3: 문자로 받기 

온라인 결과 포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본인의 모바일 폰으로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my result’라고 써서 0480 050 030 으로 보내세요  

•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문자로 보내세요 

o 성.  

o 생년월일을 숫자로만, 즉 일월(각 두 자리)년(네 자리) 가령, 01012000 식으로  

o 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본인이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며 아이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확인해주려면 Yes 를 문자로 보내세요.  

o 남성은 M, 여성이면 F, 기타면 O 를 입력하세요. 

o 우편번호, (예를 들어 2114) 

o COVID-19 검사를 받은 날짜는 일월(각 두 자리)년(네 자리). 가령  01052021 

• 내용을 확인하고 맞으면 Yes 라고 치세요. 실수했으면, No 를 치고 다시 시작하세요. 

• 끝나면 ‘Your registration has been received’(등록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그 다음 비밀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걸 입력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준비되면 문자가 오며 ‘Ready’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것입니다. 

• 그 다음에는 결과가 전화로 전달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결과 수령에 문제가 있고 48 시간 이상이 지났다면 보건부 웹사이트 

https://www.pathology.health.nsw.gov.au/covid-19-info/covid-19-results-direct 로 가서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COVID-19 에 걸렸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검사 결과 COVID-19에 걸린 것으로 나왔고, 상기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한 결과 수령을 하겠다고 

등록했다면, 결과 포털에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며, 자가 격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아울러 받게 됩니다. 

 

또 거주 지역 보건 팀 직원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https://www.pathology.health.nsw.gov.au/covid-19-info/covid-19-results-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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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수집 통보: NSW 보건부 병리학은 환자들에게 COVID-19 검사 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NSW 보건부내에서만 사용하지만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ServiceNSW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정부기관이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www.pathology.health.nsw.gov.au/about-us/privacy를 방문하십시오. 요청받은 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개인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NSWHP에서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