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HCA, COVID-19 대응을 응급 
사태에서 전환할 준비 

(샌타애나, CA) – 오렌지 카운티 헬스케어 에이전시(HCA)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HCA는 COVID-19에 대한 운영, 임상 및 기술적 대응을 응급 상황에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공공 건강 응급 선언이 2023년 

1분기 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응급 선언의 종료에 발맞춰 HCA는 자체 COVID-19 대응을 다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HCA는 대부분의 COVID-19 대응 서비스를 개인이 자신의 1차 진료 제공자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리소스의 도움을 받아 COVID-19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개 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다. 

• HCA 지원 백신 클리닉은 연말 중 중단될 

것이다. 잔여 이벤트에 참석하는 개인은 자신의 1차 진료 제공자, 커뮤니티 클리닉, 

약국 체인 및 17번가에 위치한 HCA 가족 건강 클리닉(FHC)에서 추후에 필요한 

대체 장소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 17번가에 위치한 HCA의 FHC가 COVID-19 관련 서비스(테스트, 백신 접종 및 

치료)를 다룰 것이며 myturn.ca.gov, www.vaccine.gov 및 

www.ochealthinfo.com에서 백신 및 테스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은 

(800) 914-4887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HCA의 테스트, 백신 접종 및 테스트용 치료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써의 Othena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2022년 연말에 메인스트림 플랫폼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향후 메시지는 제공자, 공급 업체, 지역사회 파트너 및 주민을 다른 프로그램 지원 

플랫폼으로 안내할 것이며 여기에는 

myturn.ca.gov 또는 www.Vaccines.gov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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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사태의 종료는 COVID-19 대유행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오렌지 카운티의 COVID-19 지역사회 전파 수준을 

낮음에서 중간으로 변경했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지역 내 COVID-19 감염자 수, COVID-19 병원 입원 및 COVID-19 입원 병상 수이다. 

COVID-19에 더해 오렌지 카운티와 미 당국은 작년 동기의 수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독감 

감염 급증을 주시하고 있다. 

 
“저희는 감염자 및 입원자 수치에서 겨울 웨이브를 보고 있으며, '중간' 전염 수준으로 

이동한 점이 이를 확인해줍니다.”라고 카운티 보건 담당자 및 HCA 수석 의료 담당자 

Regina Chinsio-Kwong 박사가 밝혔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COVID-19의 위험을 

이해하는 일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아플 

경우에 대비하여 COVID-19 계획을 세우십시오. 백악관은 오늘 무료 자택 COVID-19 

테스트 키트 배포를 발표했다. 신청하려면 www.covidtests.gov에 방문하거나 (800) 232-

0233로 전화하십시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리소스의 장점을 누리고, 모임 전후에 

테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HCA는 주민에게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을 조언한다. 

• 백신과 부스터를 맞고, 양성인 경우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는 증상이 시작된 

후 빨리 받을 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COVID-19 치료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응(ca.gov)에 방문하십시오.* 

•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COVID 또는 다른 세균이 현저히 

느리게 전파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세요 – 독감, RSV 및 COVID-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중요합니다. 

•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가리세요 – 팔꿈치, 팔 또는 일회용 티슈를 사용합니다. 

HCA는 이러한 전환 과정과 그 이후에 지역 사회가 테스트, 백신 접종 및 치료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Health Referral Line 1-800-564-8448을 통해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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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지속적으로 응답할 예정이다. 

 
오렌지 카운티 내 감염자 수, 백신 접종 및 테스트 등의 COVID-19 정보 및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chealthinfo.com/covid에 방문하십시오. 

 

*12월 9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 및 CDC는 COVID-19 2가 백신의 사용 허가를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생후 6개월~5세의 아동은 모더나 백신 기본 접종 

2개월 후부터 업데이트된 모더나 COVID-19 2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아직 3회분의 기본 화이자 COVID-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생후 6개월~4세 아동은 

기존의 화이자 1가 백신을 2회 접종한 다음 첫 시리즈의 3차 용량으로 업데이트된 화이자 2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여러 브랜드를 섞어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담당 의료인에게 

 
COVID-19에 대한 진행형 보호 수단으로 COVID-19 백신/부스터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 # 
 

HCA 보도 자료 | Twitter 팔로우하기| Facebook 친구하기 | 친구에게 공유하기 

 
Copyright © 2022 Health Care Agency, All rights reserved. 
귀하는 이 오렌지 카운티 헬스케어 에이전시 뉴스레터를 저희 

프로그램과 소통하며 구독하였거나, 또는 

온라인(http://ochealthinfo.com/newsletters/subscribe)에서 

구독했습니다. 
우편 주소: 
Health Care Agency 
405 W. 5th Street 
Santa Ana, CA 92701 

 
주소책에 추가하기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occovid19.ochealthinfo.com/&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N+TijbRKiM7T6bjaWKrVzPO3BcAq68IYNtl1iYU9Df4=&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occovid19.ochealthinfo.com/&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N+TijbRKiM7T6bjaWKrVzPO3BcAq68IYNtl1iYU9Df4=&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www.ochealthinfo.com/press&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FKjeaKKidgJQjffBH8hLS5ogS4sunmF7Sa7EbWUCKNs=&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twitter.com/ochealth&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lhQ8k/bVGJc18/mIMbEoRpHKX75CsLsb11NK7e1nc4U=&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twitter.com/ochealth&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lhQ8k/bVGJc18/mIMbEoRpHKX75CsLsb11NK7e1nc4U=&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www.facebook.com/ochealthinfo&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yUwrofAcvtjftryrNNgHWbA7caPy7ArKiZQ8zH2l8+Y=&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www.facebook.com/ochealthinfo&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yUwrofAcvtjftryrNNgHWbA7caPy7ArKiZQ8zH2l8+Y=&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us4.forward-to-friend.com/forward?u=2f2593b644c191a74f2a4d25a&id=3768e6d700&e=%5bUNIQID%5d&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k2/Lou3iskKDBG/8+qG4kCOepAjdmOEYciCFUl7sDTY=&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ochealthinfo.com/newsletters/subscribe&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vy865zAz0TUHtfL+cOWEH9brDBGZ+4lfvf/ti6WLhjs=&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ochealthinfo.us4.list-manage.com/vcard?u=2f2593b644c191a74f2a4d25a&id=56df89a74e&data=05|01|eguevara@ochca.com|2e372fda79ce4912444008dadfb59828|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0|0|63806826828055632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PjZjnAp/ggF/lXnWj4OCxlnjpbk5x9yUVuLtvrj26+Q=&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