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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 대상 2차 COVID-19 mRNA 부스터 도스 접종이 이번에 승인됨, OC COVID-19 
웹사이트에서 CDC의 방역 및 격리 계산기 접근 가능, COVID-19 감염 주민들은 치료 

가능한 곳에서 치료받도록 촉구 
 
(산타 아나, CA) – 3월 30일, 질병관리예방센터는 특정 대상자들에게 COVID-19 백신인 모더나(스파이크 
백스)와 화이자(코미나티)를 2차 부스터샷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권장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2차 
도스 접종은 OC 보건기관의 COVID-19 이동 클리닉들을 포함하여,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부스터 접종의 접종량은 첫 번째 부스터와 동일할 것입니다. CDC의 업데이트 된 지침에 의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된 2차 부스터 접종을 받기 위한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1차 부스터 접종을 받은지 
적어도 4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다음 경우에 가능합니다: 
 

• 50세 이상인 사람 
• 12~49세인 사람으로서 중등도이거나 중증의 면역력 약화가 있는 경우 
• 18~49세인 사람으로서 첫 번째 접종 시리즈와 부스터 접종에서 얀센(존슨 & 존슨) 백신을 우선 
접종받은 사람 

 
"2차 부스터 접종은 고령자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 포함, 심각한 질병 위험성이 있는 특정 대상 
사람들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카운티 보건 담당관인 닥터 레지나 친시오-쿠엉이 
말했습니다. "2차 부스터 접종 대상자와 이 밖의 승인받은 COVID-19 백신 접종 대상 자격자들 모두가 
접종받도록 독려하고 싶습니다. 백신접종과 부스터 접종은 안전하며, 심각한 감염과 병원 입원으로부터 
보호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승인된 COVID-19 백신 약품의 접종 대상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covidvaccinefacts.com에 가면 COVID-19 
백신 접종 장소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COVID-19 발병 건수와 병원 입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한 입원자들의 다수는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사례 집계, 백신 접종과 검사를 포함하여 COVID-19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ochealthinfo.com/covid에 방문하십시오.  
 
COVID-19 방역과 격리 계산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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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최근에 사람들이 격리나 방역을 해야 하는지, 혹은 COVID-19 전파를 막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돕기 위하여 COVID-19 방역과 격리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툴은 OC 
보건기관의 COVID-19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chealthinfo.com/covid. 
 
이 툴은 COVID-19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중등도 또는 중증 질병을 앓는 사람 또는 면역체계가 
약화된(면역력 약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이 사람들의 격리 마감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 툴은 또한 특정 상태의 사례와 밀접 접촉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K-12 학교와 
취학전교육(ECE) 프로그램에 속한 자녀의 부모들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상담하여, 해당 학생의 학교 또는 
ECE 세팅에 지정된 특정 격리와 방역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고 위험 집합 상태와 보건 
상태에서의 격리와 방역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이곳에 클릭하여 방역과 격리에 관한 CDC의 
지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COVID-19 발병 후 치료 관련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당국은 최근, 우리 주에서 COVID-19의 발병 후 치료와 관련하여 제한된 공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래 환자로서 COVID-19 발병 정도가 경증에서 중등도 
사이이며, 질병의 진도가 위험한 상태인 사람은 자신의 치료받을 자격과 치료장소 찾는 법에 관하여 담당 
보건의료 전문가와 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면역력 약화가 중등도에서 중증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과, COVID-19 백신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이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이부실드를 사용하는 
예방요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 정부의 '검사에서 치료까지' 방침 시행에 따라, '검사에서 치료까지'의 특정한 현장에서는 COVID-19 
검사와 무료 치료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치료까지'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클릭하세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COVID-19 치료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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