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Austin Public Health(오스틴 공중보건국)에서는Wuhan, Hubei Province, China(중국 Austin Public Health(오스틴 공중보건국)에서는Wuhan, Hubei Province, China(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발병을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발병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를 기초로 이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미국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를 기초로 이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되, 현재로서는 COVID-19로부터 야기되어 일반 국민에게 끼치는 즉각적인 선언하되, 현재로서는 COVID-19로부터 야기되어 일반 국민에게 끼치는 즉각적인 
건강 위해성은 낮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건강 위해성은 낮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전파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기침 및 재채기로 공기 중에    

 방출되는 호흡기 비말

• 만지거나 악수와 같은 대인    

 밀착접촉 

• 해당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물건이나 표면을 만진 다음, 손을   
 씻지않고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는 행위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대인 감염을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대인 감염을 
통해 가장 흔하게 전파됩니다:통해 가장 흔하게 전파됩니다:

증상증상

• 열

• 기침
• 호흡곤란

감염상태로 확진된 환자는 다음과 같이 감염상태로 확진된 환자는 다음과 같이 
경증으로부터 중증까지 호흡기 질환의 경증으로부터 중증까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보였습니다: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보이며 또한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이태리, 일본 또는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담당 의료 관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사 진료실이나 응급 센터로 가기 전에 
일체의 잠재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예방

•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간 손을 자주   
 씻는 습관 비누와 물의 사용이    
 여의치않으면,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활용합니다

• 눈, 코, 그리고 입을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피합니다

• 몸이 좋지 않으면 집안에 머뭅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가리고, 화장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 자주 만진 물건과 표면은 닦고    

 소독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서, 독감(인플루엔자) 주의하는 것으로서, 독감(인플루엔자) 
주의사항과 유사합니다:주의사항과 유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DSHS.Texas.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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