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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집에 머물러야 하나요? 
확진자 격리 및 자가 격리 지침 

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됨

자가 격리 및 확진자 격리 지침은 데이터, 백신 접종 면역/자연 면역의 지속 기간, 전염성 지속 기간 등에 관한 정보의 
축적에 따라 계속 변경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백신 접종 면역/자연 면역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합니다. 

격리 지침은 귀하의 COVID-19 백신 접종 최신 상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최신 상태는 권장 
백신 접종 및 권장 부스터 샷 접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부스터 샷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백신 접종 면역/자연 면역의 지속 기간에 관한 데이터 축적에 따라 자가 격리 및 확진자 격리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확진자 격리는 COVID-19 양성 판정이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자가 격리는 COVID-19에 노출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18세 이상이고 COVID-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면역 저하 상태입니까? 며칠간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닙니다. 양성 판정 후 5일.

5일 후에도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 호전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 면역 저하 상태이거나 COVID-19 증상이 매우 
심각(입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 등)했습니다.

면역 저하 상태이면, 다른 사람보다 전염 기간이 
더 장기간일 수 있습니다. 10~20일간(또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COVID-19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면역 저하 상태라면, 의사와 상담해서 
언제 전염성이 없어지는지 확인합니다.

Korean
03/2022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1/s1227-isolation-quarantine-guidanc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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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녀가 면역 저하 상태입니까? 우리 아이는 며칠간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는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닙니다. 자녀의 양성 판정 후 5일.

자녀가 5일 후에도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 호전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아이는 면역 저하 상태이거나 COVID-19 
증상이 매우 심각(입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 
등)했습니다. 

자녀가 면역 저하 상태이면, 다른 사람보다 전염 
기간이 더 장기간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10~20
일간(또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COVID-19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면역 저하 
상태라면, 의사와 상담해서 자녀의 전염성이 언제 
없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양성 판정 후에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습니까?
• 집에서 확진자 격리가 종료된 후 5일간 더 공공장소나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합니다. 
• 귀하와 밀접 접촉한 사람 모두에게 COVID-19 감염 위험을 알려 주십시오.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 격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음식 등의 긴급한 도움 또는 임대료나 공과금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2-1-1로 연락합니다.
• COVID-19 중증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에 대해 의사와 

상담합니다. 
• 증상이 악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는 5세 이상은 누구든지 COVID-19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12세 이상은 부스터 
접종도 해야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기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차 접종 5개월 후에 부스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 상태라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3차 기초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존슨앤존슨(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합니다. 존슨앤존슨(얀센) 백신 기초 접종자는 접종 2개월 후에 부스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존슨앤존슨(얀센) 백신 접종자의 3차 기초 접종을 권장할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types-of-masks.html
https://coronavirus.utah.gov/protect-yourself/#quarantine-if-exposed
https://coronavirus.utah.gov/treatment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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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고 COVID-19에 노출되었다면

COVID-19 백신 
미접종자라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0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2회 접종

그리고 

부스터 브랜드 모두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5개월 이내에 2회 접종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부스터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 이전에 2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언제든지 1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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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고 COVID-19에 노출되었다면 (계속)

존슨앤존슨(얀센) 백신을 
접종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언제든지 1회 접종

그리고 

부스터 브랜드 모두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개월 이내에 1회 접종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부스터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전에 1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지난 90일 
(약 3개월) 동안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해당 상황에서 백신 접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COVID-19 감염 후 90일 
이상 지났다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언제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아직 자연 면역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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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고 COVID-19에 노출되었다면 (계속)

면역 저하 상태 또는 중증화 
고위험군이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0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3회 접종 

그리고 

부스터 브랜드 모두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개월 이내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3회 접종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3차 기초 접종 후에 아직 부스터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 이전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3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언제든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
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언제든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1
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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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COVID-19에 노출되었다면

자녀가 COVID-19 백신 
미접종자라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0회 접종 COVID-19에 노출 후 5일.

자녀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언제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자녀가 증상이 없으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자녀가 COVID-19에 노출 후 5일 

자녀가 면역 저하 상태 또는 
중증화 고위험군이면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시기

귀하의 자가 격리 기간은?

언제든지 2회 접종 자녀가 증상이 없으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1회 접종 자녀가 COVID-19에 노출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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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COVID-19에 노출되었다면 (계속)

지난 90일  
(약 3개월) 동안 자녀가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자녀의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마지막 접종 시기

자녀의 자가 격리 기간은?

해당 상황에서 자녀의 백신 
접종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증상이 없으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COVID-19 감염 후 
90일 이상 지났다면

자녀의 COVID-19 백신 접종 횟수 
및 마지막 접종 시기 

자녀의 자가 격리 기간은?

언제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자녀가 증상이 없으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자녀가 COVID-19에 노출 후 5일 

COVID-19에 노출된 후에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습니까?
•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후 10일간은 공공장소나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합니다.
• 노출로부터 5일 후에 검사를 받습니다.
• 노출일로부터 10일간 증상을 관찰합니다. 아프거나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으면, 즉시 확진자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 공간이나 일터가 COVID-19 고위험 공간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 격리가 5일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정시설(교도소 등), 장기 요양 시설, 노숙자 쉼터 등 집합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종사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types-of-mask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immuno.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