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접촉자에게 알리는 방법  
COVID-19 에  감염된  경우,  감염된  시기에  밀접  접촉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접  
접촉자들에게  COVID-19 에  노출되었을  수  있음을  알리면 ,  그들과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밀접  접촉이란  COVID -19 에  감염되었을  때,   누군가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용  검체  채취  2일  전) 부터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나거나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된  시기에  가까울수록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더  높지만,  
감염된  후  최대  10일  동안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접촉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예:  
“안녕하세요. 제가 COVID-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을 받았어요 . 우리가 만났을 때 귀하께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보건부가 권고하는 내용 : 

• 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VDH( 버지니아  보건부) 의  COVID-19 에 
노출된  경우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검사를  받아보시려면 , 마지막으로  노출된  때로부터  최소한  만  5일 내(6 일째)에  검사를  받으세요 .  여기에서  가까운  검사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노출  후  10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 얼굴에  잘  들어맞고  코와  입을  덮어주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 COVID-19 의  긴급  경고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 흉통  또는  가슴  압박감,  정신적 
혼란, 피부  색깔에  따라  피부,  입술  또는  손톱  밑이  창백하거나  회색  또는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  등이  포함됩니다 . 

•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간  자주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 자주  만지는  표면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지난  24시간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집에 
방문했었다면  집을  소독하세요 . 

• 연락을  받으세요 . 해당  지역  보건부  가  추가  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 
•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면서 (격리), VDH 의"아플  경우(If You Are Sick)" 웹페이지에  있는  지침을  따르세요 .
오늘  받으시는  안내를  밀접  접촉자들에게  알리세요 . 

질문이 있으시면 www.vdh.virginia.gov 를 방문하거나 877-ASK-VDH3 으로 전화하세요 2022.9.2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local-exposure/#stepstotake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local-exposure/#stepstotake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covid-19-testing-sites/
https://www.vdh.virginia.gov/health-department-locator/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protect-yourself/what-to-do-if-you-have-confirmed-or-suspected-coronavirus-disease-covid-19/#sick
http://www.vdh.virginia.gov/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local-exposure/#close-contact


코로나 19: 귀하의 접촉자에게 알리는 방법 

문의 사항이 있으면, www.vdh.virginia.gov 를 방문하거나 877-ASK-VDH3 로 문의하십시오 2022.9.2

일차: 증상이 나타난 첫 날 (또는 증상이 없다면 COIM 19 양성 판정받은 날): ____________

이틀 전: ______________ (전염기의 시작) 

전염성이 있는 동안 귀하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주십시오(함께 사는 사람, 방문했던 사람,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염성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직장 혹은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안 또는 집 근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문했던 다른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각해 볼 사항. 최근 다음 행동을 했나요? 

 직장이나 학교에 갔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나요?

 직접가게에갔었나요?

 대면 약속은 없었나요?

 다른 사람과 교통 수단을 공유했거나 또는 대
중 교통을 이용하셨습니까?

 예배장소에있었나요?

http://www.vdh.virgin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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