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링턴 카운티: 코로나 19 접촉자 추적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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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 & 의료진이 보건부에 코로나 19 환자 보고  

 

연구소와 의료진이 코로나 19 환자 보고서를 보건부에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받은 후, 알링턴 카운티는 

“접촉자 추적 조사”라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ealth.arlingtonva.us/covid-19-coronavirus-updates/covid-19-

testing.  

2) 환자 면담 

 

알링턴 카운티는 환자(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와 연락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그들의 증상 및 증상이 시작된 시기 

 24 시간 이내 6 피트 간격 내에서 총 15 분 이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증상이 시작되기 48 시간 

전부터 그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중단할 때까지)—환자의 밀접 접촉자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예: 기저 질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 (예: 밀접 접촉, 타인과의 동거, 식기 공유, 직업) 

3) 환자 권고 

 

알링턴 카운티 조사관은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격리 기간) 

 집 안 청소 및 개인위생(예: 손 씻기) 관련 지침 준수하기  

 코로나 19 증상 모니터하기 

 일반 의약품으로 코로나 19 의 경미한 증상 치료하기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진에게 (미리 연락하여) 안전하게 진료받기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 유지하기 

4) 환자의 밀접접촉자 면담 

 

다음으로, 알링턴 카운티는 환자의 밀접접촉자에게 연락합니다. 조사관은 밀접접촉자들에게 그들이 

코로나 19 감염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감염 위험을 평가합니다. 위험은 다음에 근거합니다:  

 환자와의 접촉 시간 및 근접성 (예: 환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위험 증가) 

 환자와의 접촉 유형 (예: 신체적 접촉이 많거나 환자의 체액과 접촉하면 위험 증가) 

 접촉자의 직업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 

5) 환자의 밀접접촉자 권고 

 

위험을 평가한 후, 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그들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 일 이상 집에 머무르기 (예방격리 기간) 

 집 안 청소 및 개인위생(예: 손 씻기) 관련 지침 준수하기 

 코로나 19 징후 및 증상 모니터하기 

 일반 의약품으로 코로나 19 의 경미한 증상 치료하기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진에게 (미리 연락하여) 안전하게 진료받기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 유지하기 

https://health.arlingtonva.us/covid-19-coronavirus-updates/covid-19-testing
https://health.arlingtonva.us/covid-19-coronavirus-updates/covid-19-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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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모니터 

 

 조사관은 환자들과 감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합니다. 조사관은:  

 그들의 증상이 더 나아졌거나 더 악화되었는지, 또는 증상이 멈췄는지 묻습니다   

 타인과 격리되어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예방격리 또는 격리에서 해제될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7) 제한 해제 

 조사관은 격리 해제 또는 예방격리 해제의 적절한 시기를 평가합니다. 해제는 기간, 증상이 끝나는 시기 및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접촉자 추적 조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requently Asked Question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ealth.arlingtonva.us/contact-tracing-faq-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