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코로나 19 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비씨주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 

비씨주의 4 단계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은 생명을 구하고 코로나 19 의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승인 절차 및 비씨주의 백신 보급 계획 등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19 과 관련한 비의료 정보 및 서비스는 1-888-COVID-19(1-888-268-4319)로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운영 시간은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8 시입니다. 

증상 

코로나 19 증상, 아플 때 대처법, 합병증 고위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증상 

 코로나 19 증상 

자가 격리 및 코로나 19 

자기 격리란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 

확산을 멈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때처럼 처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고 전파를 제한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자가 격리 및 자가 모니터링 

 캐나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예방 및 위험 

자가 모니터링 

자가 모니터링이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있는지 경미한 증상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오한이나 열이 있을 경우 체온을 잰 후 기록해 두십시오. 또한 아동이나 주변에 있는 

고령자 또는 만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자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COVID-19-Immunization_Update09292022-K.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symptom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symptoms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Symptoms%20of%20COVID-KOREAN.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elf-isolat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elf-isolation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prevention-risks.html#self


자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비씨 질병통제센터: 자가 격리 및 자가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검사 

코로나 19 검사는 음성 또는 양성 반응을 받은 후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목적으로 권장됩니다.  

검사 대상자는 유증상자이고 다음에 해당될 경우 권장됩니다: 

 병원에 입원 중(전 연령대) 

 임신 중 

 보다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현재 치료자격 대상자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코로나) 

치료 

코로나 19 를 위한 특정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씨 질병통제센터: 치료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치료가 적합한지 여부는 내용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코로나 19 치료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코로나 19 감염자의 대부분은 저절로 낫습니다. 감염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증세 

대처법에 대해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경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대면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진료소에서는 전화 및 화상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담당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 HealthLinkBC 

디렉터리를 사용하거나 8-1-1 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찰을 받을 때 다음을 알리십시오: 

 증상 

 지금까지 여행하거나 거주한 지역 

 아픈 사람(특히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던 경우)과 밀접 또는 장기 

접촉한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19 증상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elf-isolation/#Self-monitoring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elf-isolation/#Self-monitoring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covid-19-care/clinical-care/treatments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covid-19-care/clinical-care/treatmen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when-to-get-a-covid-19-test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when-to-get-a-covid-19-test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20Feature%20COVID-19%20Testing-K.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treatmen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treatments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ko/treatment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if-you-have-covid-19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if-you-have-covid-19
https://www.healthlinkbc.ca/health-services/search-services-your-area
https://www.healthlinkbc.ca/health-services/search-services-your-area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Symptoms%20of%20COVID-KOREAN.pdf


감염 위험 줄이기 

코로나 19 의 여파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 치료, 개인의 예방 조치 등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코로나 19 및 기타 질환으로 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자신이 코로나 19 로 인해 중병을 앓을 위험이 높은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내키트를 

이용하십시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교류가 계속 됨에 따라 안전하게 친목 생활을 하는 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비씨 질병통제센터: 안전한 친목 생활에서 코로나 19 노출 위험을 줄이며 

사람들과 안전하게 어울리는 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여행 및 코로나 19 

최신 여행 권고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여행 및 코로나 19 

 캐나다 정부: 여행 권고 및 경보  

만성 코로나 

코로나 첫 감염 후 세 달이 넘게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 코로나 

후유증 또는 만성 코로나(롱 코비드)일 수 있습니다. 주보건서비스당국: 코로나 후유증 

복합클리닉관리네트워크에서는 의료 서비스, 교육(온라인 참고자료 및 비디오)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리서치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코로나 19 감염증은 다스리기 힘든 혼란과 슬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들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신 

건강 및 코로나 19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비씨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정신 건강 

 캐나다 정부: 정신건강 관리(PDF 371KB) 

 정신 건강 및 코로나 19 

http://www.bccdc.ca/Health-Info-Site/Documents/COVID-19_vaccine/COVID19_personal_toolkit.pdf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ocial-interaction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social-interactions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coronavirus_reduce_your_risk_of_infection-k.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vel/current
https://travel.gc.ca/travelling/health-safety/travel-health-notices/221
http://www.phsa.ca/our-services/programs-services/post-covid-19-care-network
http://www.phsa.ca/our-services/programs-services/post-covid-19-care-network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mental-well-being-during-covid-19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mental-well-being-during-covid-19
https://www.canada.ca/content/dam/phac-aspc/documents/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taking-care-mental-health/taking-care-mental-health-eng.pdf
https://www.canada.ca/content/dam/phac-aspc/documents/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taking-care-mental-health/taking-care-mental-health-eng.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Mental%20Health%20and%20COVID-19-KOREAN.pdf


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 를 

방문하거나 8-1-1 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팬데믹 중 육아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자신의 건강 및 

아기의 건강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있는 동안 육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중 아동,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의약품 

코로나 19 감염병이 진행됨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리필 및 처방전이 필요한 약에 대한 비상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약사는 처방전 없이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국 서비스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비씨약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리소스 

코로나 19 및 팬데믹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비씨 

주민에게 보건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HealthLink BC 8-1-1 에서 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목록은 코로나 19 에 대한 유용한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각종 언어로 제공되는 코로나 19 정보 

 비씨 질병통제센터: 번역 컨텐츠 
 

미국식 수화 비디오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나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HealthLink BC(8-1-1)로 문의하거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2 년 11 월 17 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관한 정보는 비씨 질병통제센터: 검사, 비씨 

질병통제센터: 증상, 비씨 질병통제센터: 마스크, 비씨 질병통제센터: 여행,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백신, 캐나다 정부: 여행, 검사, 격리 및 국경 및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마친 여행자들의 캐나다 입국 에서 인용하였으며 2022 년 10 월 

24 일에 열람하였습니다.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Children%20Youth%20and%20Families%20During%20COVID-19-KOREAN.pdf
https://www.bcpharmacists.org/covid19
https://www.bcpharmacists.org/covid19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Useful%20Resources%20for%20COVID-19-K.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covid-19/translation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translated-content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translated-content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symptom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about-covid-19/symptom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evention-risks/mask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prevention-risks/travel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vaccine
https://travel.gc.ca/travel-covid
https://travel.gc.ca/travel-covid?utm_campaign=gac-amc-covidoct1-22-23&utm_source=covid-vaccinated-travellers-entering-canada&utm_medium=redirect&utm_content=en
https://travel.gc.ca/travel-covid?utm_campaign=gac-amc-covidoct1-22-23&utm_source=covid-vaccinated-travellers-entering-canada&utm_medium=redirect&utm_conten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