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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주민들과 방문객은 사례와 입원 증가에 따라 COVID-19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COVID-19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샌타애나, 캘리포니아) - 여행에서의 공중보건 제한 완화와 다가오는 더 큰 규모의 집회가 결합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는 COVID-19 사례와 병원 입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OC 보건기관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COVID-19으로 인한 질병 감염 또는 병원 입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검사,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이후 데이터에 의하면, 오렌지 카운티의 7일 평균 COVID-19 사례 건수는 
100,000명당 4.8명에서 10.5명으로, 그리고 일일 평균 사례는 155명에서 3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원입원 사례 또한 60명에서 117명으로 증가했으며(소아과 10명 포함), 이 가운데 17명(소아과 2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사례의 다수는 65세 미만인 사람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되어 서로 도와야 하며, 특히 감염 위험이 높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카운티 보건 담당관인 
닥터 레지나 친시오-쿠옹이 말했습니다. "매일 같이 만나는 당신의 조부모, 직장 동료, 보건의료 종사자, 
식당 종업원, 항공 승무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아프다고 느낀다면 집에 머무를 것이며, 증상은 느끼거나 노출된 경우에는 FDA 승인 
COVID-19 검사 CDC 지침을 따를 것이며, 자격에 해당한다면 권장받은 1차와 부스터 COVID-19 백신을 
모두 접종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OVID-19 예방을 위한 추가 방법에는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며, 다른 사람들과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노출을 줄이고, 문과 창문을 열어서 실내 환기를 증가시켜서 고정된 바이러스 입자를 
감소시키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되었다면 주 당국의 격리와 방역 지침 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CDC는 또한 2세 이상인 모든 사람들은 - 행인과 직원 포함 - 대중 교통수단과 
교통 허브의 실내 구역에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나 호흡기를 코와 입을 덮어서 적절히 착용하도록 
r권장합니다.  
 
COVID-19가 경증이거나 중등도인 사람, 그리고 질병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치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COVID-19 질병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곳에클릭하세요) 이분들은 자신이 치료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와 대화하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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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오렌지 카운티 - 보건기관 

https://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counterfeit-home-otc-covid-19-diagnostic-tests?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https://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counterfeit-home-otc-covid-19-diagnostic-tests?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on-Isolation-and-Quarantine-for-COVID-19-Contact-Tracing.aspx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2/s0503-covid-19-travel.html
https://urldefense.com/v3/__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M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jA1MDYuNTc1MzgxMDEiLCJ1cmwiOiJodHRwczovL3VybGRlZmVuc2UuY29tL3YzL19faHR0cHM6L2xua3MuZ2QvbC9leUpoYkdjaU9pSklVekkxTmlKOS5leUppZFd4c1pYUnBibDlzYVc1clgybGtJam94TURRc0luVnlhU0k2SW1Kd01qcGpiR2xqYXlJc0ltSjFiR3hsZEdsdVgybGtJam9pTWpBeU1qQTBNekF1TlRjeU16TTRNVEVpTENKMWNtd2lPaUpvZEhSd2N6b3ZMM2QzZHk1alpIQm9MbU5oTG1kdmRpOVFjbTluY21GdGN5OURTVVF2UkVORVF5OVFZV2RsY3k5RFQxWkpSQzB4T1M5R1lXTjBMVk5vWldWMGN5MURUMVpKUkMweE9TMVVhR1Z5WVhCbGRYUnBZM011WVhOd2VDSjkudHphMXhyM0VMYzRCdlVQRzdWRU83YVNtenpldXM3bjZsRVJiVk1JZ3YxOC9zLzc3OTE0MTU4MS9ici8xMzA2NDI4MjMzNTctbF9fOyEhS0wxeXF5T2FHWDJkclVJIW1QeU94ZDNsUVp6Q2RvTlo5RTAyS3luWUtJT21BMFVBRTVIZUJ4OXZVNk1Fc3JxczZSS3VETmNRSXFqQzUyQTUtbHJfVGhFS3lhQTBYVnMlMjQifQ.aOUA7sgpp5y7ZC75Bj1FRHsnyX1salrFTYedb4AEMK4/s/779141581/br/130949226948-l__;!!KL1yqyOaGX2drUI!gMKFZinyy3Mi_g49W_0_kjqLt1kTfFATPCSa5uuz7s9OxITG71z_1odIYFr2n8mW0OvL4L1dCACHPr4$
https://urldefense.com/v3/__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M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jA0MzAuNTcyMzM4MTEiLCJ1cmwiOiJodHRwczovL3d3dy5jZGMuZ292L2Nvcm9uYXZpcnVzLzIwMTktbmNvdi9uZWVkLWV4dHJhLXByZWNhdXRpb25zL3Blb3BsZS13aXRoLW1lZGljYWwtY29uZGl0aW9ucy5odG1sIzp-OnRleHQ9TGlrZSUyMGFkdWx0cyUyQyUyMGNoaWxkcmVuJTIwd2l0aCUyMG9iZXNpdHksdmVyeSUyMHNpY2slMjBmcm9tJTIwQ09WSUQtMTkuYXJlIn0.MLP2YmbUXNCS9MI2Y4zToUsWfzHP8vtqzitiVEcvBXg/s/779141581/br/130642823357-l__;!!KL1yqyOaGX2drUI!mPyOxd3lQZzCdoNZ9E02KynYKIOmA0UAE5HeBx9vU6MEsrqs6RKuDNcQIqjC52A5-lr_ThEKYeEnf4Y%24


 
오렌지 카운티의 사례 집계, 백신 접종과 검사를 포함하여 COVID-19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ochealthinfo.com/covid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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