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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란 무엇인가? 

COVID-19(종전의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에 퍼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후 현재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에 퍼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노출 후 최소 2일에서 길게는 14일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발열  기침  호흡 곤란  

COVID-19질환에 대한 고위험군 지침  

공중 보건국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집에 머물라고 권고합니다. 고위험군

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인 자 

• 근본적으로 심장질환, 폐질환 또는   당뇨병을 가진 자  

• 면역력이 약한 자  

• 임산부  

자신의 상태가 COVID-19 질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

니다.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어떻게 퍼지나?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그 확산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퍼지는 것으로 여

겨집니다.  

•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의 비말을 통해  

• 사람끼리 서로 가까이 접촉할 때(약 6피트 이내)  

• 바이러스에 감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지고 나서 입, 코 또는 눈을 만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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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ngcounty.gov/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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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COVID-19 의 증세가 있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  

• 킹 카운티 노벨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206-477-3977. 이 긴급 직통 전화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됩니다.  

• 워싱턴 주 노벨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1-800-525-0127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긴급 직통 전화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환원은 제3자 통역사와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언어의 통역사가 필요한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전화를 건 후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도울 준비를 하십시오. 강한 공동체 의식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아플  때는 집에 머물고 공공장소에 나가지 마십시오.  

•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 기관은 피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병원에 직접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주치의에게 전화하십시오.  

• 당신이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원 방문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시설들 중 하나를 꼭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환자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실에 가지 마십시오. 응급 의료 서비스는 가장 위독한 사람이 우선

순위 입니다. 기침, 발열, 기타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 철저한 개인 위생 습관을 기르십시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는 티슈나 팔꿈치

로 가리고 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아픈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 자주 접촉하는 표면 및 물건(문 손잡이 및 조명 스위치 등)를 청소하십시오.  일반 가정용 청소용

품이 효과적입니다.  

•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취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를 관리하십시오.  

모두를 위한 지침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자기자신의 감염위험을 줄이고 무엇보다COVID-19에 더 취약한 자들의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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