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안전한 시기: 
격리 및 격리 종료 시기*

2022년 8월 22일

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함)

•	

	

 

이는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받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증상이 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최소	5일	동안 집에 머무르십시오(0-5일차)
→	

	
증상이	있는	경우,	첫 증상이 보인 날을	0일차로 간주합니다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받은 날을	0일차로 간주합니다
• 집에서 격리하는 동안: 

→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연락합니다
→ 가능한 한 다른 사람 및 반려동물로부터 자신을 격리합니다
→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수 없을 경우고품질 마스크	를 착용합니다 
→ 가능하면, 별도의 "병실"에서 생활하고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 공공장소에 가거나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 가능하면,	집의	환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다면, 다음의 경우 5일차 후 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 가능).

•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적어도	만	5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 열을 내리는 약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는	경우.	
• 다른	증상이 호전된 경우

→	미각 및 후각 상실이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격리 종료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COVID-19 증상이 없었다면, 다음의 경우 5일차 후에 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 가능).

• 검사받은 후 최소	만	5일이 지났음

5일차 후에 격리를 종료하더라도, 여전히 6-10일차에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집이나 공공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보다 일찍 마스크 착용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여행을 삼가고, 면역력이 약해졌거나 심각한 COVID-19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을 피하고,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소는 피하고,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을 피하십시오.

*격리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근거함. 이 VDH 지침은 K-12 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직장 등 일반 
지역사회 환경에 적용됩니다. 보육 시설은 2세 이상의 어린이 및 잘 맞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직원용으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 또는 고위험 집단 환경(예: 교정 및 구금 시설, 노숙자 
쉼터 또는 유람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한 COVID-19 증상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10일 이상 
격리(집안에 머물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안전한지에 대해 건강관리 
제공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infected/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mask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prevention.html#ventila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mask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isol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get-the-latest-guidance/k-12-education-and-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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