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중 보건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발병을 피하기 위해 접촉자 추적을 실시해 왔고, 이는 아주 간단한 기
밀 절차입니다. 공중 보건국에서 전화가 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본인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 다음 기간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 처음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최소 10일이 지났으며, 그리
고
−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으며, 그리고
−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 후속 조치를 위해 공중 보건국에서 전화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전화이니 전화를 반드시 받
으십시오.
공중 보건국에서 물어 볼 질문:
1. 방문한 장소에 관한 질문.
2. 전염성이 있는 동안 주변에 있었던
사람

• 공중 보건국에서 귀하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 귀하의 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귀하가
COVID-19 확진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에게 COVID-19에 노출되었다고 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이 아프지 않도록 집에 머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에서 귀하에게 전화를 하면 귀하의 전화기
에 LA PublicHeath 또는 1-(833) 641-0305라고 표시
될 것입니다.
www.publichealth.lacounty.gov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COVID-19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0일 동안
집에 머물고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

-

11일 째부터 14일 째까지는 특별히 주의하고, 집에 있을 때 마스
크 착용,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 두기 및 손 자주 씻기 등의 예
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COVID-19 증상이 없으면,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회 접종 백신을 2차 접종을 맞은 후 2주가 지
났거나, 1회 접종 백신을 맞은 후 2주가 지났으면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covidquarantine를 방문하거나 공중 보건국에
문의하십시오.

• 후속 조치를 위해 공중 보건국에서 전화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전화이니 꼭 전화를 받으십
시오.
공중 보건국에서 물어 볼 질문:
1. 증상 발현 여부 또는 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
2. 방문한 장소에 관한 질문.

• 귀하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귀하에 관한 모
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십시오.
• 공중 보건국에서 귀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이상 전화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답변에 따라 귀하가 수행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 또한, COVID-19 검사를 받는 장소 또는 의사를
찾는 방법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3-30-21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