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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개인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귀하가 의료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에게 알리고 지침을 받으십시오. 
 

귀하가 이제 막 COVID-19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여러분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귀하와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확산시켰을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란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총 

누적 15분 이상 또는 24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실내 공기 구역(예: 집, 클리닉 

대기실, 비행기)을 공유한 것을 /포함합니다. 

노출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COVID-19를 보유하고 있거나 COVID-19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귀하가 감염되었을 경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이 전염병 유행 시기 동안에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격리가 필요합니까? 

California주 공중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에 따르면,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일반인 또는 지난 90일 동안 COVID-19 양성 검사 결과를 보인 사람에게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격리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신과 

귀하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 및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3-5일 이후에 다시 검사(PCR 또는 항원 검사)를 실시해 귀하가 COVID-19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특히 실내 및 COVID-19 중증 질병의 위험이 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귀하의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노출 후 10일 동안 잘 밀착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귀하에게는 백신 접종 또는 부스터 샷 접종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지 귀하의 건강을 모니터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격리하고 검사를 합니다. 
 

누가 다른 지침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한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지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응급 구호소 및 냉난방 센터 

• 의료 환경  

• 교도소, 감옥 및 수용소  

• 노숙자 보호소 

• 장기 진료 환경 및 성인 및 노인 진료 시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on-Isolation-and-Quarantine-for-COVID-19-Contact-Tracing.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hat-to-Do-If-You-Are-Exposed-to-COVID-19.aspx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eh-practitioners/general-population-disaster-shelter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cooling-center.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infection-control-after-vaccin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homeless-shelters/plan-prepare-respond.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nursing-home-long-term-c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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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귀하가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 또는 근무할 경우, 귀하의 고용주 또는 거주지에는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는 Cal/OSHA COVID-19 예방 응급 임시 

기준(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ETS) 또는 일부 직장의 경우 Cal/OSHA 에어로졸 전염 

가능 질병(Aerosol Transmissible Diseases, ATD) 기준(PDF)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추가 

요건이 있는지 이 자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귀하의 

고용주에게 문의하거나 Cal/OSHA FAQs를 참조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나의 건강을 어떻게 모니터해야 합니까? 

귀하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다음이 포함될 수 있는 COVID-19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신체 통증 

• 두통  

• 미각 또는 후각 새롭게 상실함 

• 인후통 

• 코막힘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귀하에게 위에 기재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COVID-19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미한 질환이 있으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연령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귀하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경우, 귀하의 의료 진료 제공자에게 귀하의 증상에 대해 알리고 

귀하의 증상이 악화되면 조기에 의료 진료를 받으십시오. 격리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COVID-19 자택 격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나는 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San Diego 카운티 주민은 무료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건강 관련 

우려사항이 있거나 검사 필요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의료 진료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COVID-19 검사만을 받기 위해서 응급과로 가지 마십시오. 

귀하의 의료 진료 제공자를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귀하는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용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n Diego 카운티는 또한 카운티 

전역에 있는 장소에서 COVID-19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소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려면 검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일부 

검사 장소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치료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예, 무료 치료는 최근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COVID-19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 COVID-19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됩니다. 
 

귀하가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귀하의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Isolation-and-Quarantine-fs.pdf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ATD-Guide.pdf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ATD-Guide.pdf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iso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20Home%20Isolation%20Instructions%20for%20COVID-19.pdf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20Home%20Isolation%20Instructions%20for%20COVID-19.pdf
https://www.covid.gov/tests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e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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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그리고 

2. 귀하의 증상이 지난 5일(항바이러스성 약품)에서 7일 이내(단일 클론 항체)에 

시작된 경우 그리고 

3. 귀하가 COVID-19로 인해서 증상이 매우 심해지게 될 위험이 높은 경우 

 

12세 이상인 사람은 단일 클론 항체 지역 센터(Monoclonal Antibody Regional Centers, 

MARC)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귀하가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귀하의 자녀의 소아과 의사 또는 진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무료 치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환자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의사를 

통해 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진료 예약을 하려면 MARC에 (619) 685-2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RC에 COVIDtreatment@sdcounty.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단일 클론 항체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COVID-19 검사만을 받기 위해서 응급과로 

가지 마십시오. 저희 응급과는 많은 COVID-19 사례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San Diego 카운티 COVID-19 치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하십시오. 귀하는 자가 격리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COVID-19) 밀접 접촉자 자택 격리 지침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귀하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며 귀하가 의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감염으로 인해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귀하에게 응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9-1-

1에 전화하고 교환원에게 귀하가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고 알리십시오. 

 

나에게 의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귀하가 위에 기재된 증상과 같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COVID-19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의료 진료 제공자에게 전화해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거나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귀하가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알려주십시오. 

의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십시오.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운전자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잘 밀착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두십시오. 귀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Community_Sector_Support/HealthcareProviders/MARC%20Flyers_PATIENT.pdf
mailto:COVIDtreatment@sdcounty.ca.gov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reatment.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reatment.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Treatment.html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20Home%20Isolation%20Instructions%20for%20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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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응급 지원이 필요한 증상이 있는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호흡 곤란 

• 지속적인 통증 또는 가슴 압박감 

• 새로운 정신 혼란 

• 잠에서 깨지 못하거나 깨어있지 못함 

• 입술 또는 얼굴색이 푸른 빛을 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자세한 정보, 자료 및 지침을 알아보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coronavirus-sd.com을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의료 진료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에게 의료 진료 제공자가 없거나, 보험이 없거나 또는 

커뮤니티 리소스를 찾거나 검사 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2-1-1번으로 전화해 지원을 

받으십시오. 
 
 

http://www.coronavirus-s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