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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후에 수행해야할 사항
COVID-19 검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사를 한 곳에서 귀하의 COVID-19 감염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를
알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6피트 떨어져 지냅니다

6 피트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심각하게 아플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
(다른 건강 문제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각별히 주의합니다
•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표면을 자주 청소합니다

• 대신해서 쇼핑을 하거나 집으로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만약 귀하가 COVID-19 양성으로 판명되었다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항들을 계속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검사 결과 COVID-19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검사 결과 COVID-19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가능한 한 집에서 지내고, 여전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세요.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세요.

집에 머무를 수 없다면, 증상을 계속 관찰하고, 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다른 사람들과
6 피트 떨어져 지내세요.

가능하다면 침실과 욕실을 따로 쓰세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잠을 자거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최소한 6 피트 떨어져 지내세요.
귀하의 집에 있는 또다른 COVID-19 확진자와는
떨어져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COVID-19 확진자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가
COVID-19 에 감염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복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세요.

도움 또는 머무를 곳이 필요하세요?
집에 머무르기,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낼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보기 같은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킹 카운티 COVID-19 콜 센터 206-477-3977 번으로, 오전 8 시 –
오후 10 시 사이에 전화하세요. 콜센터에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사람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해당 사항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열이 24시간 동안 없었고 그리고
•초기 증상이 있은지 10일이 지났으며* 그리고
•다른 증상들도 모두 호전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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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아플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지침을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