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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의심/확진 환자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십시오 

COVID-19에 걸렸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자가 격리가 가능합니다.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십시오.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대중교통, 카셰어링, 
택시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하십시오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진료 예약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본인이 COVID-19에 걸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족, 동물과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 최대한 한 방에만 머물고 댁 안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최소 
1.82미터(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방을 따로 사용하십시오.  욕실도 가능한 한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객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동물: COVID-19에 걸리면 사람은 물론 애완동물, 기타 동물과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COVID-19에 
걸린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COVID-19에 걸린 환자는 바이러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질 때까지 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애완동물 옆에 가거나(예: 방 또는 차량 공유) 의료기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태이거나 마스크가 없다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버린 뒤 손을 씻으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사용한 휴지는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즉시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최소 
60%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특히 코를 풀었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했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알코올이 60% 이상 들어 있는 알코올계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실 때는 손 전체에 발라서 손을 비벼 마른 느낌이 들 때까지 문지르십시오.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울 때는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개인 가정용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음식이나 음료수 잔, 컵, 식기, 수건, 침구류를 다른 사람이나 애완동물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용 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접촉이 많은" 표면은 빠짐없이 매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접촉이 많은 표면이란 조리대, 식탁, 손잡이, 욕실 세간,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침대 협탁 등을 
말합니다. 혈액이나 대변, 체액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 표면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사용 설명서에 
따라 가정용 청소 스프레이를 사용하십시오. 라벨에는 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포함해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사용 시 장갑을 끼고 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pare/disinfecting-your-home.html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병세가 악화하면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예: 숨 가쁨, 극심한 쇠약, 반복적인 설사, 가슴 
통증 또는 정신적 혼란).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연락하여 COVID-19에 걸렸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911에 전화할 경우 구급 대원에게 COVID-19에 걸렸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가급적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자가 격리 해제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상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질환이 시작된 뒤 최소 7일 
동안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를 해제하기 전 3일 동안은 Tylenol 또는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어야 합니다. COVID-19로 
인한 증상이 아주 가벼운 사람만 7일 후 격리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7일째에도 발열이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3일 동안 발열이 없고 증상이 뚜렷하게 완화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하십시오. 기침과 같은 가벼운 증상은 몇 주 이상 지속될 수 있지만, 모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격리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CDC 문서에서 수정::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2020.03.26.에 업데이트됨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pare/disinfecting-your-hom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COVID-19 의심/확진 환자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십시오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는 가족, 동물과 거리를 두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개인 가정용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접촉이 많은" 표면은 빠짐없이 매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본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자가 격리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