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치료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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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대상
근래 COVID-19 검사에 양성 결과를 받으셨나요?

백신을 접종 받았더라도, 증상을 보이며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 하는, 28일 이상 나이의 모든 사람에게 가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아래 청색 박스에서 중증의 질환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이유 중 일부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치료가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유의할 점: 각 치료마다 나이 및 체중에 대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근래 COVID-19 검사에 양성 결과를 받았으며 경도에서 중등도의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음, 또한
•

다음 중증 질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요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
o 비만 또는 과체중
o 고연령 (65세 이상)
o 임신, 당뇨, 만성 신장 질환, 면역체 쇠약, 정신 건강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중등도/중증 천식을 포함한 특정 폐질환
o 인종/민족성을 포함한, 고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의학적 조건/요인
o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페닉/라티노/라티나/라틴스 및 기타 유색인종의 경우, 본인의
의료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o 전체 목록은 CDC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의학적 조건을 지닌 자 | CDC

쇠약해진 면역체를 지니고 있나요?
COVI D-19에 걸리지 않았으며 COVI D-19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이 되는 이부실드(Evusheld)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치료가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 치료-검사 장소: COVID-19 치료-검사 장소 영어 (arcgis.com) 참고
• 본인의 의료 제공자/시스템, 지역사회 클리닉, 소매 약국.
• 정맥내 주입 또는 주입이 요구되는 치료의 경우, 의료 제공자로 의해 일부의 환자가 인퓨전 센터로 리퍼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 링크에서, 치료 종류 중 하난인 단클론항체 치료를 위한 자가-리퍼럴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o 토탈 인퓨젼: https://totalinfusion.com/make-a-referral/
o UCSF: COVID-19 단클론 항체 통원 치료에 대한 자가 또는 제공자 리펄럴, UCSF 외부시설 (UCSF External Self
or Provider Referral for COVID-19 Monoclonal Antibody Outpatient Treatment (PDF)
o 스탠포드 의료 센터, 팔로 알토: DL-SHC-Pharmacy-COVID@stanfordhealthcare.org 로 연락 또는
(650) 391- 8503로 전화. COVID-19 단클론 항체 치료 - 환자 | 스탠포드 건강관리 (Monoclonal Antibody
Therapies - Patients | Stanford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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