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HIV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HIV 감염이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12주가 지난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소재 전체 보건소에서는 HIV 

익명검사로 기존 검사법(EIA법)과 

신속검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접수 시 원하시는 검사를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기존 검사법 (EIA법) 신속검사법

검사
방법

정맥 채혈(5~10cc)
손가락 천자 
(혈액 한 방울)

결과
확인

3~7일 소요 20분 소요

장점

신속검사보다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오는 기간이 
1주 정도 짧아, 감염 
초기에는 HIV 감염 진단이 
유리할 수 있음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공
통
점

-  HIV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올 수 있음

-  1차 선별검사로서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함(신속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채혈 필요)



0201 보건소 신속검사란?

편리하고 신속하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검사방법으로, 한 방울의 혈액으로 

20분 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신속검사는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거주지 관계없이 누구나(익명)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즈가 걱정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검사 받으세요.

꼭 알아야 할 점❶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 방법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내는 

1차 검사(선별검사)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기관의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채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신속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03 꼭 알아야 할 점❷

보건소 신속검사에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실제 감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복용하는 약제나 기타의 

사유가 더 많습니다. 

이는 1차 선별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정밀검사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놀라지 마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시기는 ?

HIV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상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면, 12주 후에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❶  알코올 솜으로 손을 소독하고 의료용 

바늘로 피를 한 방울 냅니다.

❷ 검사기구에 혈액과 희석액을 떨어뜨립니다.

❸ 20분 뒤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0605 보건소 신속검사 
절차는?

❶ 보건소 1층 에이즈 익명검사 안내문을 
 보고 검사장소를 확인합니다.

❷ 검사장소를 찾아가 ‘신속검사’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❸ 접수번호와 임상병리실(검사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받은 후 

     신속검사를 받습니다. 

❹ 검사가 끝난 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❺ 검사 20분 후 임상병리실(검사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 검사 후 4개 문항의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설문지는 신속검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 신속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사 후 20분 
동안 보건소 인근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결과는 ‘음성’과 ‘정밀검사 대상자’로 

안내 드립니다.

※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확진을 위한 

     채혈이 필요합니다.



0807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❶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임상병리실(검사실)을 재방문합니다.

❷ 접수증을 보여주고 채혈을 합니다.

❸  채혈 7일 후 접수증의 임상병리실(검사실) 
     연락처로 전화해 확진결과를 확인합니다.

◆  정밀검사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놀라지 마세요.

  검사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접수증의 

 에이즈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결과가 음성인 경우 
감염되지 않은 건가요?

•  검사결과 음성이라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HIV에 감염된 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HIV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 

후 12주가 지나서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009 에이즈 바로알기!

•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 에이즈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HIV에 감염되어도 수년간 증상이 없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HIV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제를 꾸준하게 

복용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전파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정밀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약 정밀검사결과(확진결과)가 양성이라면 

접수증의 에이즈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해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세요.

◆  HIV 감염이 확진된 경우는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에이즈 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03 03

Q  기존 에이즈 검사와 신속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검사는 혈액을 5~10cc 채혈 후  
3~7일이 지나야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신속검사는 한 방울의 혈액으로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20분내 알 수 있는 
편리한 검사 방법입니다.

Q  감염이 확진된 경우 비밀이 유지되나요?

검사 절차가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감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Q  무료 익명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검사는 서울시가 검사를 받으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소재 25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생활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며 HIV 감염이 확진된 경우 
희망하시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Q&A



03 03Q  신속검사 결과와 정밀검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IV 1차 선별검사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HIV 항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물질을 놓치지 않고 잘 

검출하는 예민한 검사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HIV에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양성이라하며 원인은 결핵,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검사(확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꼭 감염이 의심되는 일이 있은 지 12주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HIV 감염 초기에는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오는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윈도피리어드(Window period)라고 합니다. 
윈도피리어드는 수 주 정도로 검사방법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기간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는 

일이 있은 지 12주 후에 검사를 받으셔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왜 결과 확인 시 키트를 보여주지 않나요? 

판독시간(20분) 이후에 결과창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키트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보건소 감염병 관리부서 검사실(임상병리실)

종로구보건소 02-2148-3554 02-2148-3712

중구보건소 02-3396-6387 02-3396-6378

용산구보건소 02-2199-8102 02-2199-8166

성동구보건소 02-2286-7038 02-2286-7061

광진구보건소 02-450-1936 02-450-1991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422 02-2127-5126

중랑구보건소 02-2094-0742 02-2094-0162

성북구보건소 02-2241-6023 02-2241-6253

강북구보건소 02-901-7704 02-901-7734

도봉구보건소 02-2091-4482 02-2091-4662

노원구보건소 02-2116-4346 02-2116-4534

은평구보건소 02-351-8278 02-351-8287

서대문구보건소 02-330-8906 02-330-1853

마포구보건소 02-3153-9032 02-3153-9157

양천구보건소 02-2620-3855 02-2620-4342

강서구보건소 02-2600-5992 02-2600-5971

구로구보건소 02-860-2268 02-860-3246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02-2627-2726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09 02-2670-4833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02-820-9571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02-879-7078

서초구보건소 02-2155-8096 02-2155-8166

강남구보건소 02-3423-7133 02-3423-7247

송파구보건소 02-2147-3480 02-2147-3555

강동구보건소 02-3425-6717 02-3425-6863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http://infectionseoul.or.kr

신속검사
관련문의

                         서울 iSHAP 센터

서울 iSHAP 센터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질병관리본부 

위탁)이 운영하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보다 편안한 접근을 위해 전 직원을 남성 

동성애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HIV 신속 검사와 전문적인 

상담(심리 상담 포함) 서비스를 무료, 익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신속검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연계상담 가능

iSHAP 센터 홈페이지 http://ishap.org
iSHAP 센터 상담전화 02-792-0083

대한에이즈예방협회(질병관리본부 위탁)에서 운영하는 

에이즈상담센터는 청소년, 일반인, 감염인 및 감염인 

가족을 대상으로 에이즈 정보는 물론 전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신속검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연계상담 가능

에이즈상담센터 홈페이지 www.aids114.or.kr
에이즈상담센터 상담전화 1599-8105(09:00-18:00)



※ 방문 전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즈 신속검사는 익명으로,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20분 내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익명검사
신속

서울시 전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