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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보건의료부에서 5가지 주요 공중 보건 업데이트 사항을 보고합니다 

 
(캘리포티아주 산타아나) –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종료 날짜, 향후 이용 가능한 코로나 19 및 

HIV 검사 관련 리소스 및 중요한 제품 리콜과 관련하여 최근 백악관,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CDPH),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다수의 공중 

보건 관련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연방 및 주 – 예정된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종료 날짜  

미국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5월 11일(백악관 공지 사항)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PHE)를 종료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뉴섬 주지사는 2023년 2월 28일(뉴섬 주지사 공지 사항) 

코로나 19 비상 사태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19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카운티 보건 책임자는 모든 카운티 

주민에게 코로나 19 실행 계획 을 스스로 수립할 것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위험을 인지하십시오.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나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업데이트된 2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고 환기 상태를 개선하고 손을 

자주 씻고 자신의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노출되면 조치를 취하십시오.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증상이 발생하거나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 보건의료부 

보도 자료 



•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조치를 취하십시오. 검사를 받고 치료를 

고려하십시오. 검사에서 치료까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치료 시설을 찾아보십시오. 

 
              https://www.cdc.gov/mmwr/volumes/72/wr/mm7205e3.htm 

업데이트된 2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코로나 19 중증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가 추가 백신을 아직 접종받지 않은 분의 경우 이를 접종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www.vaccines.gov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검사와 치료는 질병을 즉시 발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 19 중증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CDPH는 최근 공지 캠페인 “Test It, Treat It, You Can Beat It!”를 

시작했습니다. 예방,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PH 웹사이트 www.youcanbeatit.org를 

참조하십시오.  

 

지역사회 코로나 19 검사 이용 촉진 프로그램 

CDC는 지난 달 지역사회 코로나 19 검사 이용 촉진(ICATT)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ICATT 

프로그램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더 큰 지역사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주 및 지역 관할권 내 검사 급증 상황을 위해 코로나 19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ATT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코로나 19 검사 시설을 찾고 검사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코로나 19 검사 시설 찾기 도구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검사 시설 찾기 도구는 우편번호 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검사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고 검사를 위해 가장 가까운 시설을 예약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신규 HIV 자가 검사 키트 웹사이트 출시 

본인의 면역 체계가 약해졌거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코로나 19 실행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방 조치: 

업데이트된 
코로나 19 백신 
접종받기 

가능하면 환기 
상태를 개선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노출되거나 아프기 
전에 검사 시설 및 
치료 옵션에 대해 
알아보기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손 자주 씻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호흡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 옵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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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전염병의 종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DPH, 미국 에이즈국(CDPH-OA)은 최근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하기: 자가 검사 프로그램(BHOC-TMH)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카운티에 OraQuick HIV 자가 검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HOC-TMH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만 17세 이상)에게 직접 

효과적인 무료 HIV 검사 도구를 제공합니다. BHOC는 주 및 지역 보건 부서를 위한 국가 자가 검사 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밀이 유지되는 HIV 및 포괄적 성매개 감염(STI) 검사를 주민들에게 직접 안전하고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카운티 보건 담당관 겸 공중 보건 서비스 국장 대행 레지나 친시오-퀑 박사는 "HIV는 여전히 공중 보건 

문제로 남아 있으며 본인의 HIV 감염 상태를 아는 것은 신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이 신규 

리소스는 안전하고 신중한 자가 검사 옵션을 제공하여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편이나 

이동이 제한된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akemehome.org/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현지 지원은 오렌지 카운티 보건의료국/17번가 검사, 치료 및 관리 클리닉(Testing, Treatment and Care 

Clinic)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14) 834-8787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방문하십시오. 

 

인공눈물과 관련된 약물 내성 슈도모나스 감염 

2023년 2월 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개 주에서 슈도모나스 에어로기노사(VIM-GES-

CRPA)의 광범위한 약물 내성 균주가 확인된 감염에 대한 건강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의 인공눈물을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환자들은 여러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수의 환자들이 다중 투여용 용기에 포장된 방부제 없는 일반의약품인 EzriCare 

Artificial Tears을 사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CDC 및 FDA의 추가 지침에 따라 EzriCare Artificial Tears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이 권고되며 환자는 사용할 대체 인공눈물 제품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https://takemehome.org/


EzriCare Artificial Tears를 사용하고 있으며 눈에서 분비물, 안구 통증 또는 불편감, 눈 또는 눈꺼풀의 

발적, 눈의 이물감, 빛에 대한 과민증 또는 흐릿한 시야 등의 눈 감염의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분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CDC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감염 징후나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CDC 건강 경고문 공지 사항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가 납 오염과 관련하여 “Diep Bao Cream” 을 리콜합니다 

최근 FDA는 Shop Me Ca의 "Diep Bao Cream" 유아용 크림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0g 

튜브가 납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Diep Bao Cream은 Shop Me Ca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Vietnamese Moms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소비자는 

shopemeca91@gmail.com을 통해 해당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겪는 부작용 또는 품질 문제는 온라인, 일반 우편 또는 팩스로 FDA의 

MedWatch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 일반 우편 또는 팩스: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1-800-332-1088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양식을 

요청한 다음, 주소가 미리 작성된 양식을 작성하여 양식에 포함된 주소로 반환하거나 팩스를 통해 

1-800-FDA-0178번으로 제출하십시오. 

mailto:shopemeca91@gmail.com


 
 
 
 
 
 
 
 

오렌지 카운티 보건의료부(HCA)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리소스 간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담당하는 지역 내 부문 간 건강 관할 당국이자 공인된 보건 

부서입니다.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chealthinfo.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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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chealth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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