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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하와이 보건부 

가정에서 COVID-19 확진자를 돌보는 방법 
 접촉 제한 

o 확진자 가족은 별도의 침실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o 간병인은 COVID-19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o 확진자 가족의 침실은 환기가 잘되도록 합니다(예: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 작동)

o 방문객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 징후 확인 
o 증상이 악화된다면 확진자 가족 담당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o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911로 연락합니다(교환원에게 환자는 COVID-19 확진자라고 알려줍니다)

o 경고 징후: 호흡 곤란, 지속되는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이전에 없던 정신 혼란, 잠에서 깨거나 깨어 있는 능력

상실, 입술 또는 얼굴 청색증

 세균 확산 방지 
o 식품:

▪ 확진자 가족은 본인의 침실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식사해야(또는 식사를 먹여주어야)

합니다

▪ 식기와 수저 등은 장갑을 끼고 세제와 온수로, 또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 장갑을 벗은 후 또는 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던 물품을 다룬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o 개인 용품은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예: 접시, 수저, 수건, 침구류, 또는 전자 제품)

o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또는 장갑(착용해야 하는 경우):

확진자: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집에서는 물론 의학적 

치료를 위해 외출할 경우도 포함) 

간병인: 확진자를 간병할 때는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혈액, 배설물, 또는 기타 

체액 등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장갑은 쓰레기봉투가 

씌워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장갑을 벗은 후와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는 항상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o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간 손을 씻습니다. 비누와 물이 없다면, 알코올 농도가 최소 60% 이상인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o 접촉된 표면과 물품은 매일 세정 및 소독합니다(예: 문손잡이, 전등 스위치, 손잡이, 변기, 수도꼭지, 전자 제품 등)

▪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용하는 확진자의 화장실과 욕실은 필요할 때만 청소합니다.

o 세탁: 확진자의 옷감/리넨류를 다룰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세탁 시에는 가장 뜨거운 온수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최고 온도에서 건조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즉시 손을 씻습니다.

o 쓰레기: 쓰레기봉투가 씌워진 확진자 전용 쓰레기통을 마련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제거할 때와 쓰레기를

처리/분쇄할 때는 장갑을 착용합니다. 작업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본인의 건강 모니터링 
o 간병인은 반드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에게 COVID-19 증상은 없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예: 고열, 기침,

숨참 등)

o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간병인은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없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https://www.auw211.org/를 방문하시거나 211로 연락해주십시오

o 증상이 없는 간병인은 COVID-19 확진자가 자택 격리하는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한 자택 격리 후에도

10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생활 환경의 경우 14일 자가 격리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예: 장기 요양 시설,

그룹 요양 시설, 요양원, 교정 시설, 쉼터, 거주형 재활 및 치료 시설, 군인 숙소 등).

Caring for Someone with COVID19 at Hom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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