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가 널리 감염된 국가에 여행했거나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여 시간을 보냈다면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머무르면서 되도록 적은 사람과 
만나십시오. 응급 의료상황이 발생하거나 (9-1-1에 전화) COVID-19 증상이 심해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타인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필수품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가 격 리
COVID-19에 대한 안내

다른 가구 구성원들은 귀하에게서 
격리되어야 하며, 일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귀하와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수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격리된다면 친구나 친척이 
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물품은 

문 앞에 두어야 합니다.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 배달이 
가능하다면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신을 다른 가족과 
격리시키고, 별도의 침실과 목욕탕과 

같이 집안의 다른 공간에서 
머무르십시오. 뒤섞임이 발생하는 모든 

구역은 자주 살균해야 합니다.

COVID-19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최대 14일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매일 체온을 2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귀하의 증세를 점검하고 기록하십시오. 

귀하 자신과, 함께 
여행했던 가족과, 스스로 
체온을 점검할 수 없는 
가족의 체온을 재십시오. 

체온과 더불어, 기침과 
호흡 곤란 등 COVID-19
의 다른 모든 증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귀하의 체온과 모든 
증상을 기록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ochealthinfo.com/novelcoronavirus

에 방문하거나 OC 보건의료기관(HCA)의 보건안
내 전화번호인 (800) 564-8448에 연락하세요.

@ochealthinfo @ochealth

체온을 재기 전에:
식사, 음료 섭취, 혹은 운동을 한 뒤에 30분 간 기다리십시오.

다음과 같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약을 복용한 이후에는 적어도 6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아세타미노펜(일명 파라세타몰)

30
min

1단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건강을 점검하세요:



1.  화면에 가까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체온계를 켭니다.

2.  체온계 끝을 삐 소리가 날 때까지 
혀 아래에 넣습니다. 체온계를 씹지 
마십시오.

3.  화면에 있는 귀하의 체온을 읽습니다. 
귀하의 체온이 100.4°F/38C 
이상이라면 열이 있는 것입니다.

100.4 F̊

2단계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열(열이 
100.4°F/38°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면:

체온을 재는 방법:
4.  체온과 증상 기록은 14일간 

보관합니다.

5.  체온계를 비누와 물로 씻고 잘 
말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세 이하의 영유아는 귀 체온계와 같은 연령에 적합한 체온계를 사용하십시오. 이 체온계를 구할 수 없다면 일반 
체온계를 어린이의 겨드랑이 가운데에 넣고 사용하십시오. 겨드랑이 측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린이 체온이 
99.4°F/37.4°C 이상이라면 열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 장소로 외출하지 
마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티슈나 옷
소매로 가리세요(손으로 

가리지 마세요).

손은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20초 동안 씻어서 다
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

되는 것을 막습니다.

의료 진료를 알아보세요: 
의사 진료소 또는 응급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들에게 귀하의 
잠재적 노출(여행 또는 진
단받은 사람)과, 귀하의 증

세를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아플 때는 여행하지  
마세요.

기침, 재채기, 코를 푼 직
후에 비누와 물을 사용하
여 손을 자주 씻습니다. 비
누와 물이 없다면 알코올
이 60-95% 함유된 알코
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합
니다. 손이 눈에 보일 정
도로 더럽다면 언제나 비
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습

니다.

자가격리 도중에 귀하의 고용문제와 정신적 웰빙에 관한 실질적인 팁이 필요하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94.pdf.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이 필요하다면 HC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www.ochealthinfo.com/novelcoronavirus, 에 
방문하거나 저희 건강 참조 전화인 (800) 564-8448에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