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공중 보건국 권장 사항:

March 19, 2021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으로 지역 사회가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타인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우리의 지역
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1.

마스크를 쓰십시오. 두겹 이상으로 된 마스크를 쓰십시오. 얼굴에 꼭 맞아야 합니다.

2.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적어도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3.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4.

붐비는 곳을 피하십시오.

5.

CDC 의 여행 지침을 따르십시오: bit.ly/Covid-Travel

6.

COVID-19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격리 및 검사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kingcounty.gov/covid/quarantine/korean

7.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격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kingcounty.gov/covid/quarantine/korean

8.

직장 또는 학교에 관련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접종을 완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일들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COVID-19 백신에 대한 리마인더
•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지만, 이것은 신체가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부작용으로 힘드시거나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료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 백신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9-1-1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십시오 .
• 두 번째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2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백신인 경우, 1 차 접종을
받으신 후 2 차 접종을 예약하십시오. COVID-19로부터 보호되려면 두 번의 접종이
모두 필요합니다 .
• 백신의 효력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1 회성 백신이라면 접종 후 2 주, 2 회성
백신이라면 2차 접종 후 2 주가 지난 뒤에야 접종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ingcounty.gov/covid/vaccine/korean 를 방문하십시오.

접종을 완료한 뒤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
• 2회성 백신 시리즈 (모더나 또는 화이자)를 2차까지 접종받은 뒤, 2주가
지난 경우
• 1회성 백신 (존슨앤존슨)을 접종받은 뒤, 2주가 지난 경우
주사를 맞은지 2주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백신이 완전히 작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할때까지는
모든 예방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 접종을 완료한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에 모일 때, 한
가구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 및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COVID-19 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실내에서 모이지 마십시오
• 아는 경로로 COVID-19 에 노출되었을
경우, 증상이 없다면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격리 지침을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는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kingcounty.gov/covid/quarantine/korean
두 가구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저희는 백신이 COVID-19의 확산을 얼마나 잘 예방하는지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 중입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CDC의 최신
지침을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bit.ly/fully-vaccinated/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