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증상 또는 노출이 있는 일반 기반
시설 근로자 평가 VDH 알고리즘

vdh.virginia.gov

집 또는 직장에서 매일 검사
근로자에게 새로운 COVID-19 증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예
* COVID-19의 증상으로는 발열(100.4 ° F
이상) 또는 오한, 피로 (평소보다 더

다른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피곤함), 두통, 근육통, 기침, 코 막힘 또는

정상적인

근로자가 지난 14일 동안

아니오

집에 머물거나 집으로 보내기. COVID-19에 걸린 사람과

콧물,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숨이 참 및 호흡 곤란, 복통, 식욕 부진,

활동 계속

밀접한 접촉 **이?

설사, 메스꺼움 또는 구토.

집에 머물거나 집으로

있었나요?

보내기. 마지막 노출

예

후 14일 동안 격리. #

**밀접 접촉은 COVID-19 환자와 하루를
넘거나 총 15분 이상 6피트 거리 이내에
있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노

근로자는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

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 평가 및 테스트를 위한 잠재적 의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14일간 밀접 접촉자가 없습니다.**

보건 의료

그리고 지역 접촉 사례 역시 없으며 1주
기준 인구 100,000명당 50건 이하의 발

제공자 평가

병률입니다.***

지난 14일간, 지역 접촉 사레가 없으

지난 14 일 동안 COVID-19로

며 1주 기준 인구 100,000명당 50건

알려 지거나 의심되는 사람과

이하의 발병률입니다.***

밀접한 접촉 **.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하
거나, 증상이 없다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

COVID-19에 대한 테스트(및 /

***지난 7일간 인구 10만명당 50
건 이하. 여기를 클릭하여 전체

대체 진단을 고려하십시오.

또는 임상 평가).

COVID-19에 대한 테스트 및

집에서 분리하십시오.

는 날에서 5일 혹은 그 이후 검사하십시오.
집에서 의무 격리/자가 격리# 하십시오.

배제는 임상 의심 수준 및
테스트 가용성에 따라 고려될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 있습니다.

vdh.virginia.gov/coronavirus/keymeasures/pandemic-metrics/

COVID-19

COVID-19

음성

양성

COVID-19 음성 또는
검사받지 않음

school-metrics/

직장으로
돌아가기 ^

경로 A:
증상이 호전되고 발열 없음
해열제 없이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경우,

발병 (검사 결과 양성을

경로 C:

받은 날짜)부터 10일

격 동안 리

동안 집에 격리 밀접

마지막 노출 후

접촉자들을

14일.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할

격리합니다.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평가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있지만 지난 14일간
밀접 접촉**이 없었고 지금
14일간 지역의 접촉 사례
역시 없으며 1주 기준 인구
100,000명당 50건 이하의
발병률입니다.***

경로 B :
증상이 있고 지난 14일 증상은 없지만 지난
간 밀접 접촉** 또는

10일 분리 후

14 일 동안 밀접한

증상이 호전되고

지역 접촉이 있었고 1 접촉 **이 있는 경우.

집에서 분리하고

주 기준 인구 100,000

24시간 동안 발열이

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명당 50건 이하의 발병

없는 경우, 근로자는

밀접 접촉자들을

률입니다.***

11일째에 직장으로

격리합니다.

증상이 호전되고
해열제 없이 최소

증상 발병 후 10일 동안

24시간 동안 발열이

집에서

없으면 근로자는

분리합니다.(경로 B

직장으로 복귀할 수

참조) 밀접 접촉자들을

있습니다.( 경로 A)

격리합니다.

증상이 호전되고 해열제

마지막 노출 후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14일 동안

없는 경우, 근로자는

격리.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

재검사를 고려하십시오. 우, 근로자는 14일 후 직
증상 발병 후 10 일 동안 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

해열제 없이 최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11일째에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다. 14일 동안 집에 머물
수 없고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
10일 후부터 격리를 끝
낼 수 있고, 또는 5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검사를
받은 PCR 혹은 항원 검사
가 음성 반응이면 7일 후
격리를 끝낼 수 있습니

^ 직장 내 발생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동안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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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엄격한 업무 복귀 권장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 PCR 또는 항원 (Ag) 검사가 허용됩니다. AG 테스트가 음성이고 COVID-19에 대한 임상 의심이 높은 경우 PCR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기 AG

테스트 후 2일 이내에 PCR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격리 권고 여부를 임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
다. 지난 3개월 동안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고 회복된 사람들은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검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
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4일간 격리를 권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 없이 10일째 이후 또는 7일차 이후 PCR 테스트 또는 5
일차 이후 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경우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COVID-19를 앓
았거나 COVID-19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일 동
안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항상 COVID-19 예방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