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행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일종의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COVID-19
에 걸렸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COVID-19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며, COVID-19 조기 치료 
시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COVID-19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 
	■짧은 호흡 또는 호흡 곤란
	■오한을 동반한 열

	■근육통 또는 몸살
	■구토 또는 설사
	■새롭게 나타나는 후각 상실 

설사, 메스꺼움, 콧물, 인후염, 적안 
등도 보고되지만 덜 흔합니다. 이 모든 
증상이나 여기 기재되지 않은 다른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정도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고, 출근하거나 친구를 보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의사가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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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COVID-19 주의 증상

증상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COVID-19 
증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이 어려움
	■의식을 차리거나 유지하라 수 없음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입술이나 얼굴이 창백함
	■새롭게 나타난 혼란스러움

65세 이상 성인과 비만, 심장병, 천식, 
폐질환과 같은 여러 의학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중증 증상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집단 중 하나 이상에 속한 경우 
증상 감시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독감과 COVID-19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침과 
발열이 독감 바이러스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지 구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언제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검사받아야 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둘 다 검사를 
받으십시오. 

독감과 COVID-19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COVID-19가 독감보다 
더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고, 증상을 보이기까지 더 오래 
걸리며, 더 오랫동안 전염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현재 COVID-19 백신은 없지만, 독감 
백신은 있습니다. 이 유행병 기간 
동안에는 특히 빨리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TaketheTest

Make your voice heard! Share your testing experience on social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