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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CDC 지표에 기반해 COVID-19 지역 사회 전염 수준을 “최대”로 변경 
 
(샌타애나, CA) – 오렌지 카운티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OC 헬스 케어 에이전시(HCA)가 오늘 

발표한 최신 지표에 따라 COVID-19 지역 사회 전염 수준을 높음으로 상향했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급증과 독감철의 시작이 합쳐지면서 HCA는 주민들에게 독감 및 COVID-19 등의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따라서 질병의 심각도를 완화하고,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COVID-19의 지역 사회 내 전파가 증가하면서 특히 가족이 모이는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COVID-19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습니다.”라고 카운티 보건 담당자 및 HCA 최고 의료 담당자인 Regina 

Chinsio-Kwong 박사가 말했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록 이 

바이러스는 점점 퍼질 겁니다. 예방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듣는 일은 불편할 걸 알지만,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따르면 효과가 있고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HCA는 주민들이 예방 조치를 취해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도록 권장하며 다음을 조언했다. 

• 업데이트된 2가 부스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여(이제 6개월 이상 사용 가능, 더 알아보기) COVID-

19와 독감에 대항하는 면역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Https://myturn.ca.gov/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 보호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아프거나 COVID-19에 확진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만약 고위험군과 가정 또는 사회적으로 접촉한다면 접촉 전에 감염을 감지하기 위한 자가 테스트를 

고려하고, 그들과 함께 실내에 머무를 때는 고품질의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도 자료 
오렌지 카운티 - 헬스 케어 에이전시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s_cid=11368:14%20year%20old%20covid%20vaccine:sem.ga:p:RG:GM:gen:PTN:FY21
https://myturn.ca.gov/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 최근에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 참석했거나 여행을 갔거나 COVID-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프거나 테스트 결과 양성이라면 

자가 격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COVID-19에 노출되었거나 COVID-19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는 should 이용 가능한 

치료제에 대해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거나 Test to Treat 사이트에 방문해야 한다. 증상 시작 후 

5~7일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므로 COVID-19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며 무상으로 제공된다.팍스로비드 알약 등의 

치료법은 COVID-19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테스트 결과가 보다 

빠르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장기간 COVID를 앓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담당 의료진 또는 응급 진료 센터로 연락하거나, 연령 12세 이상 캘리포니아 무료 가상 COVID-19 

방문(sesamecare.com)에 방문하여 무료 전화의료 제공자와 연결되거나, (833) 686-5051로 

전화하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내 확진자 수, 백신 접종 및 테스트 등의 COVID-19 정보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chealthinfo.com/cov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self-isolation-instructions.pdf
https://aspr.hhs.gov/TestToTreat/Pages/default.aspx
https://sesamecare.com/covid
https://sesamecare.com/covid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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