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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보건의료부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백신 및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SOE) 및 연방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종료됨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보건의료부(HCA)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분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예방 조치에 주의를 기울이며 백신, 

검사 및 치료 옵션 이용처를 알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추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간 코로나19 사례 양성률이 일일 10만 명당 4.9%에서 6.2%로, 전체 검사 

양성률이 6.1%에서 7.7%로, 입원 건수가 171건에서 182건으로,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중환자실(ICU) 입원 건수가 17건에서 19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및 전국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XBB 1.5이 여전히 우세한 변이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역학조사 결과, 가장 흔한 이전 오미크론 BQ.1 하위 변이와 비교했을 때 질환의 위중증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 부스터샷 

오렌지 카운티 - 보건의료부 

보도 자료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은 위중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를 계속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2가 부스터샷은 위중증 코로나19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기준으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의 73.5%가 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45.3%가 최소 1회 

이상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오렌지 카운티 주민 중 17.1%만이 2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으며 위중증 코로나19 질환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주민 중 40.9%만이 2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 2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과 

백신을 일부 접종받았지만 2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 포함)은 2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사람에 

비해 입원률이 8.66배 더 높았습니다. 동일한 모집단에서, 2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이 

5.67배 더 높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14배, 기존 코로나19 백신만 접종받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3배 

낮았습니다.1 

 

HCA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DPH)의 백신 접종 플랫폼인 MyTurn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myturn.ca.gov, www.vaccine.gov, www.ochealthinfo.com에서 예약하거나 (800) 914-4887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료 검사처는 무료 코로나19 검사(No-Cost 

COVID-19 Testing) 찾기 도구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www.covidtests.gov 또는 (800) 232-

http://myturn.ca.gov/
http://www.vaccine.gov/
http://www.ochealthinfo.com/
http://www.covidtests.gov/


0233번으로 전화하여 다국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이 있는 분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무료로 가정용 검사 키트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코로나19에 감염자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위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와 같은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여전히 효과적이며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SOE) 및 연방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종료의 영향  

• 캘리포니아주 코로나9 SOE 종료(2023년 2월 28일) 이후에도, 연방 PHE가 유지되는 동안 

코로나19 백신, 검사 및 여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보험 혜택은 유지됩니다. 2023년 5월 

11일에 연방 PHE가 종료되면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510 및 1473에 따라 보험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연방 PHE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백신, 검사 및 

COVID 치료제에 대한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형 건강 관리부(DMHC)에서 DMHC 관리 하에 적용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했었습니다. https://www.dmhc.ca.gov/Portals/0/Docs/DO/COVID-

FactSheet2022.pdf 

• 2022년 12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표준위원회(Cal/OSHA)은 비응급 상황의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발효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고용주는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를 2023년 5월 11일에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백악관 발표). 뉴섬 주지사는 2023년 2월 28일에 코로나19 비상사태(SOE)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뉴섬 주지사의 발표).오렌지 카운티 지역 보건 비상사태 및 지역 비상사태는 2023년 2월 

28일 캘리포니아주 SOE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https://www.dmhc.ca.gov/Portals/0/Docs/DO/COVID-FactSheet2022.pdf
https://www.dmhc.ca.gov/Portals/0/Docs/DO/COVID-FactSheet2022.pdf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Non-Emergency-regs-summary.pdf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SAP-H.R.-382-H.J.-Res.-7.pdf
https://www.gov.ca.gov/2023/02/28/governor-newsom-marks-end-of-californias-covid-19-state-of-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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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