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계절 동안 건강 유지하기
COVID-19 범유행 도중
산불 연기 및 탁한 공기질
공기질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근처의 산불로 인해 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baaqmd.gov 또는 www.airnow.gov를
방문하여 현재 공기질 정보를 얻으십시오. 공기질
지수(AQI)는 각 다른 공기질 수준(테이블 참고)에 건의
행동(테이블 참고)을 알리는 색별 표식 시스템입니다.
상황이 급속히 변동될 수 있으니 공기질 지수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연기가 많은 날 건강을 보호하려면?
•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뭅니다. 자택
또는 자동차의 냉방 시스템이 재순환 되도록
설정합니다.

얼굴 가리개가 연기 노출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나요?
천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산불
연기에 아주 조금의 보호만을
제공합니다. 현재 얼굴 가리개 지침에
대하여 더 알아보십시오.

공기질 지수
보건 우려 수준

건의 사항

• 수분을 유지합니다
• 시원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손, 얼굴 및 발을
젖은 수건으로 덥거나, 선풍기로 시원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저희의 열풍 포켓
지침에서 도움말을 얻으십시오. 시원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냉방
센터(Cooling Center) 로 향합니다. 두통,
현기증 또는 매스꺼움과 같은 열로 인한
질병의 조짐을 살핍니다.
• 공기가 탁할 때는 실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또는 저 강도 활동을 선택하여 연기에 노출을
줄입니다.
•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합니다. 촛불 키기,
가스레인지 사용, 벽난로 가동, 또는 연무질
분무기 사용을 피합니다. 자택 내 창문과
문이 닫혀 밀폐된 “깨끗한 방”을 마련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용 공기 청정기/정화기를
사용합니다.
• 필요하다면, 청정 공기 센터(Cleaner Air
Center)를 방문합니다.
• 가구 또는 인근 주구 내 비상 계획을
세웁니다. ACAlert.org에 가입합니다. 대피를
준비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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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계절 동안 건강 유지하기
COVID-19 범유행 도중 산불 연기 및 탁한
공기질
탁한 공기로 인해 위험을 받는 사람은?
다음을 포함한 사람들은 탁한 공기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어린이
• 64세 이상의 성인
• 임산부
•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
• 노숙을 겪거나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

고위험을 지닌 인구가 자신을 보호하려면?
• 호흡 또는 심장 질환을 지닌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함께, 본인 지역의 공기가 탁해 질
경우에 대한 계획을 구성합니다.
• 몇주간의 약품을 준비해 두어, 탁한 공기가
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합니다.
• 기침, 가쁜 호흡, 또는 탁한 공기와 관련된 것
같은 기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산불 연기 및 탁한 공기질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연기에는, 깊이 들이 마시면 폐와 심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자가 있습니다. 연기는 눈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기침, 인후에
건조 및 깔끄러움, 콧물, 가래/점액 증가, 천명,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기와 탁한 공기는 기존 심장 및 폐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에 증가된
입자 물질은 천식, 기종 및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는 사람의 경우 천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기 노출로 인한 증상이 COVID-19
증상으로부터 다른 점은?

기침이나 호흡에 문제와 같은 일부의 증상은
같지만, 일부는 다릅니다. 발열 또는 오한,
근육통 또는 몸살, 또는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겪는다면, 질병관리센터(CDC)의 COVID-19
자가 검진이 COVID-19 검사의 필요에 또는
추가 평가에 대한 필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극도의 증상을 보일 경우, 911에
전화합니다.

자택 내 공기를 여과하려면?
공기 여과 없이도,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연기
노출을 감소하는 데 최상의 방법입니다.
공기를 여과하려면, HVAC (냉방) 시스템에
휴대용 HEPA 공기 정화기 (오존을 배출하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MERV 13 이상의
여과기 사용을 고려합니다.

자택 내의 공기가 탁할 경우, 갈 수 있는
곳은?
본인 지역의 공기가 며칠간 이상 탁할 경우,
영향을 받은 지역을 떠나거나 청정 공기
센터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합니다. 청정 공기
센터란 공기 여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센터 또는 도서관과 같은 시설로, 대중이
맑은 실내 공기를 접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냉방 센터란 열파 기간 동안 냉방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숙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청정 공기 또는
냉방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외출 할 경우, 얼굴
가리개 착용을 포함한, 현재 COVID-19
예방책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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