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로 QR 코드
를 스캔해 자세한 정
보를 확인하십시오.

백신 관련 사실검사

델타 변이란 무엇입니까?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 흔히 관찰되는 COVID-19 변이 바이러스 버전입니다. 바이러스 구조에 변형이 생겨 다른 변이에 비해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쉽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질
환을 앓거나 입원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현재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백신은 델타 변이 
또는 기타 COVID-19 변이에 걸리거나, 심하게 아프거
나,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줄입니다. 

COVIDVaccineFacts.com에서 백신 소식을 확인하십시오. 델타 변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riants/delta-variant.html
Kaiser Permanente: https://healthy.kaiserpermanente.org/northern-california/health-wellness/coronavirus-information/vaccine-learn/delta-variant 
University of Minnesota: https://nrcrim.org/vaccines/conversation-guides/conversation-guide-delta-variant

백신 접종
백신을 접종하고 최대한 빨리 두 번째 접종을 마치십시오! 
www.Othena.com에서 예약을 진행하거나 OC COVID-19 핫
라인(714-834-2000)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COVID와 비슷한 증상(기침, 콧물, 
열)이 있거나 COVID-19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해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a. 지역 의료인에게 연락하거나 집에서 검사할 수 있도
록 키트를 주문합니다.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covid-19-
testing

b. 아픈 경우 집에 머무릅니다
c. 직장/학교의 검사 권고를 따릅니다

백신 접종으로 COVID-19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고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게 막는 것이 최선
의 방법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감염되어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
킬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COVID-19
에 걸린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적
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면역 저하, 백신 미접
종)과 밀접 접촉을 한 백신 접종자 또는 본인이 고위험
군인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델타 변이로 인해 아프거나 입원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유 중인 COVID-19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

델타 변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신을 접종했으나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델타 변이의 증상은 다른 바이러스 변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
다. 증상에는 기침, 숨 가쁨, 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
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이 포함됩니다.

예방
COVID-19에 걸리거나 전파할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기
타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a.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b.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합니다
c.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물리적 거리

를 유지합니다
d. 정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COVID-19 델타 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