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으로 나온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양성으로 나온 분의 대응에 대한 흐름～

① 직장이나 학교 등에 연락해 주십시오
② 증상발현 전후에 만난 사람(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동거하는 가족은 제외)
②의 경우
당신이 접촉한 ○○씨의 감염 가능성은？
① 당신은 언제 증상이 있었습니까？

년

월

일

② ①의 2일 전 날짜는?

년

월

일

③ ○○씨와 마지막에 만난 날은？

년

월

일

※무증상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

③의 날짜는, ②보다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

감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니요

후입니다

아래와 같은 접촉을 하였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의 양성자와 손이 닿는 거리(1m 정도)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
예) 식사나 간식을 대화하면서 함께 먹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등

예

○○씨는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씨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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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으로 나온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양성으로 나온 분의 대응에 대한 흐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지인 등 가까운 분 및 자신의 감염방지를 위해 평상시의 감염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지는, 자신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았다」의 경우,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Q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았으면
A1 다음과 같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동거가족 제외)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확인할 사항
✓ 자신의 검사일

✓ 자신의 발병한 (증상이 나타난) 날

✓ 발병한 날 2일 전부터 함께 행동한 사람을 확인한다. ※무증상이신 분은 검사일 2일 전부터
◆ Q2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분에게 연락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음을 알림

Q２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A２ 다음과 같은 상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 양성자와 감염 가능 기간 중(증상발현 2일 전부터 입원이나 자택격리 개시까지의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혹은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 기준은 <대면대화>, 거리는<1미터 이내>, 시간은<15분 이상>입니다.
◆ 이 외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다> <환기가 좋지 않았다> <큰 소리를 냈다>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참고：국립감염증연구소
https://www.niid.go.jp/niid/ja/diseases/ka/corona-virus/2019-ncov/2484-idsc/9357-2019-ncov-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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