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COVID-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습니다. 이제는 어쩌나요?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COVID-19에
감 염 시 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 게
아나요?
격리 기간을 완료할 때까지 집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다음을 뜻합니다:
•

COVID-19 증상 발현 당일, 또는 (무증상일
경우) 검사 당일부터 최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

해열제 사용 없이 열이 나지 않은 지 최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

기타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영(0)일째 날이 증상 발현 당일 또는 양성 검사
결과를 받은 날입니다. 11일째 날, 격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제한 되어있는 동안에는, COVID-19
완치 후 최고 90일까지 기다렸다가 백신을 접종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

현재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최근에
SARS-CoV-2 검사에 양성 결과를 받았다면,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또한 격리 기간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 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

단일 클론 항체 또는 회복성 혈장으로
COVID-19 를 치 료 받 았 을 경 우 , 최 소 한
90일을 기다린 후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받 은 치료가
확실하지 않거나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CDC 지침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VID-19에 재감염 될 수 있나요?
예, 첫 감염 후 처음 90일간은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재감염 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증상을
발달하거나, COVID-19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시행해야 하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COVID-19 완치 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세정과 같은 기타 예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나요?
예. COVID-19는 극심한 건강 위험과 연관되어
있기에, COVID-19에 걸렸었거나, SARS-CoV-2
검사에 양성 결과를 받았다 해도, 백신을 접종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면역”이라 불리는
감염되어서 발달하는 면역은 사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SARS-CoV-2 재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가 헌혈 또는 “회복성 혈장”을 기부할 수
있나요?
COVID-19가 완치되었으며, 격리 기간을 마쳤다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지역 헌혈 센터에 연락하여,
완치 후 헌혈하는 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알아보십시오.
COVID-19 로 부 터 완 전 히 회 복 하 였 다 면 , 혈 장 을
기부하여 현재 감염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환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혈장은 감염에 대한 대응으로
생성되는 단백질인 항체를 함유한 혈액의
일부분입니다. 감염됐었기에, 본인의 “회복성
혈장”은 COVID-19 항체를 함유하게 됩니다. 현재
COVID-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입원 환자들에게
회복성 혈장을 기부함으로써, 이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COVID-19에 걸린 적이
있으며 혈장 기부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 헌혈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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