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야할 부분: 

•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미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 신종 바이러스이므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지만,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파가 가능하지만 현재 달라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습니다. 

• 현재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습니다. 

 

증상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숨가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접촉 하였거나 중국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에 있는 나라) 방문 이후 

14 일안에 발열과 기침 혹은 호흡곤란 (숨가쁨)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밑에 있는 가이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을 방문하기전 달라스 카운티 보건부 (Dallas County Health & Human Services)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877-605-2660). 그 후, 주치의 

혹은 의료진에게 미리 연락하여서 본인의 여행기록과 증상, 혹은 접촉이 있었던 확진 환자에 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달라스 

카운티 보건부(Dallas County Health & Human Services) 연락처 (877-605-2660)로 전화해 주실것을 요청하십시오. 병원이나 응급실에 도착 

하였을때 이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 진료를 받은 후 자택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등)의 이용을 피하십시오. 

• 외출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나 (손이 아닌)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 비누와 물로 20 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경우 알콜이 주성분으로 된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FOR HEALTHCARE PROVIDERS 
If you receive this card from a patient presenting for care, they have indicated travel or contact with a COVID-19 individual or 
affected country within the last 14 days. Immediately place them in airborne isolation or a private room with the door closed 
and call 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 immediately at (877) 605-2660 

 

 

 

 

 

 

 

 

최신 정보는 cdc.gov/coronavirus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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