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ER 단계 
2022년 10월 

SMARTER 단계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정부의 
다음 단계인 SMARTER 계획을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향후 코로나-19 급증 또는 변종에 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covid19.ca.gov/smarter 를 방문하세요. 

백신 접종 
모든 개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1차 시리즈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되면 부스터 접종을 받으세요. 백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잘 맞고 여과성이 좋아야 합니다. 천으로 된 마스트 대신 방진 마스크 (N95, KN95, or KF94 
포함)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지만, 어느 마스크든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19 커뮤니티 수준 을 사용하여 커뮤니티가 낮음, 중간 또는 
높음으로 분류되는 것에 따라 마스크 권고 및 예방 조치를 통지합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지침 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환기 
야외에서 만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안전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환기(공기 흐름)를 개선하면 공기 중 
바이러스 양을 줄여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열고 휴대용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 검사를 받거나 검사장이나 의료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택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24-48 시간 이내 재택 
검사를 다시 하거나PCR 검사를 받으세요. 현재, PCR 및 재택 검사 모드 코로나-19를 감지할 수 
있지만, 모든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끔 거짓 양성 및 거짓 음성 반응이 나옵니다. 검사받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격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열과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최소 5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염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5일차 또는 그 이후에 재택 검사를 하세요. 현재 격리 지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치료 
특히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큰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를 치료하도록 승인된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사용 가능한 치료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지역 공중 보건 부서의 
지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팬데믹을 안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SMARTER 단계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 전단지에 있는 
대화형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핫라인: 1-833-422-4255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토요일 –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COVID19.CA.GOV 

우리의 행동이 생명을 
구합니다 

https://covid19.ca.gov/vaccines/
https://covid19.ca.gov/vaccin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covid-by-county.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https://covid19.ca.gov/get-tested/
https://covid19.ca.gov/get-tested/
https://covid19.ca.gov/quarantine-and-isolation/
https://covid19.ca.gov/quarantine-and-isolation/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Treatments.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Treatments.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OPA/CDPH%20Document%20Library/Toolkits/smarter/CA-Smarter-Plan-one-sheet.pdf
https://covid19.ca.gov/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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