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 방법 

 

귀하의 자녀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14 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중인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관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아프거나 어떤 증상도 없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격리는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리 기간 = 14 일 

14 일간의 격리 기간은 귀하의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거나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14 일간의 격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 일에서 14 일이 지난 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리 기간 중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에 감염된 사람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14 일 동안 집에 있습니다.  

o 아이들은 사람과 대면하는 학교나 보육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o 운동 연습, 게임, 수업 또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마세요. 

• 절대적으로 집 밖에 외출할 필요가 없는 한, 집에 머무르세요. 집 밖으로 외출할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o 코와 입을 가리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o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o 다른 사람들로부터 1.8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o 가게나 영화관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마세요. 

•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들,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심하게 아플수 있는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멀리하세요. 

 

CDC 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는 

"환자가 격리될 때까지 아프기 

시작하기 전 48 시간 중에 최소 

15 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로부터 1.8 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KOREA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end-home-isol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faq.html#If-You-or-Someone-You-Know-is-Sick-or-Had-Contact-with-Someone-who-Has-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at-higher-risk.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faq.html#If-You-or-Someone-You-Know-is-Sick-or-Had-Contact-with-Someone-who-Has-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faq.html#If-You-or-Someone-You-Know-is-Sick-or-Had-Contact-with-Someone-who-Has-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faq.html#If-You-or-Someone-You-Know-is-Sick-or-Had-Contact-with-Someone-who-Has-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faq.html#If-You-or-Someone-You-Know-is-Sick-or-Had-Contact-with-Someone-who-Ha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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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 징후와 증상을 관찰합니다.  

o 증상에는 발열(37.8 도 혹은 그 이상), 오한, 기침, 인후통, 숨 가쁨, 호흡 곤란, 피로, 

두통, 코막힘이나 콧물, 근육이나 몸의 통증, 새로운 미각이나 후각 손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이 포함됩니다.  

o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비상 경보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인과 상의하고 CDC 웹 사이트(www.cdc.gov/coronavirus)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코로나-19 로 인해 안전하게 자가-격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숙박에 대해 "격리 

시설"이라는 주제에 속한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seek-medical-attention
http://www.cdc.gov/coronavirus
http://austintexas.gov/department/covid-19-information/symptoms-testing-an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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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인에게 

문의하여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