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를 받는 분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께서는 검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에 HIV 및 매독 당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독 검사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HIV 당일 검사란?     음성의 경우, 결과를 검사 당일에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며, 100중 1명의 확률로 판정 
보류(결과 판정 불가능)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 
 

 
1 검사일 

 
검사일은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입니다. 

 
 2 예약검사 (정원 20명) 
 

검사 접수 시간: 토요일 10:00~ 
예약 전용 전화번호: 080-2022-3667 (평일 10:00~16:00) 

 
  3 검사 과정 

접수 → 안내 → 채혈 → 진찰 → 결과(※) → 상담 
혼잡 시 접수부터 결과까지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검사 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IV 검사결과가 판정보류(결과 판정 불가능)일 경우, 확인을 위해 검사를 하며 다음 검사일 이후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료기관을 소개해 드리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매독 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에 알려드립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4 검사 방법  
HIV 및 매독 당일 검사입니다. HIV 당일 검사는 확실한 결과를 위해 감염이 우려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받으십시오.  

 
  

도쿄 다마지역 검사·상담실 (토요일 / HIV·매독 당일 검사) 



  5 익명, 무료 
 

익명, 무료로 실시합니다. 증명서 등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6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7 교통 안내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은 삼가 주십시오. 

 
  8 주소지 
 

(190-0023) 다치카와시 시바사키정 2-21-19 도쿄도 다치카와 복지보건청사 2층 
가까운 역: JR 다치카와역에서 도보 약 9분 

다마 모노레일 다치카와미나미역에서 도보 7분, 다마 모노레일 시바사키타이이쿠칸역에서 도보 9분 
 
  9 문의처 
 

검사 관련 문의: 
090-2537-2906 (평일 및 토요일 09:30~17:00) 

예약 전용 전화번호: 
080-2022-3667 (평일 10:00~16:00)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매독 이외의 성병 검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평일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성병 검사는 HIV 검사를 받은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병 검사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병 검사 결과는 검사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도쿄도 복지보건국 감염증대책부 방역·정보관리과 03-5320-4487 

 

이 페이지는 2020년도 후생노동과학연구비 보조금 에이즈 대책 연구사업 
「HIV검사와 의료의 엑세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다국어 대응 모델의 구축에 관한 연구」의 협력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