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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약품은 되도록 빨리 복용해야 합니다.  
경구로 복용하는 치료 약품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5 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맥 
치료제는 7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COVID-19 치료 약품을 제공 받으면 중증 질환을 앓지 않도록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증거에 따르면 치료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보다 일찍 나오도록 도움을 주며 장기 COVID 으로 발전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COVID-19 유증상자 및 COVID-19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가 치료를 권장하는  

   많은 성인과 일부 어린이들은 치료를 받을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 치료를 받을 자격 요건이 됩니다: 
 

• 나이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또는 

• 백신 미접종자 또는 권장하는 COVID-19 모든 최신 백신 접종까지 받지 않은 사람, 또는 

• 아래와 같은 질환이나 특정 질환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에 COVID-19에 확진된 적이 있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 했더라도 관계없음) 

 
 
 
 
 
 
 
 
 
 
 
 
 

   
 

이 목록은 가능한 모든 조건 또는 상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  특정한 질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 COVID-19에 감염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 암 
• 뇌혈관질환/뇌졸증  
• 낭포성 섬유증, 결핵(TB) 및 중등에서 중증 
천식을 포함한 만성 신장, 간 또는 폐 질환 

• 치매 또는 기타 신경 질환  
• 당뇨병  
• 장애  
• 심장 질환 
  

• HIV 감염, 장기나 골수 이식 또는 

스테로이드, 화학 요법과 같은 약물 

복용을 포함한 면역 체계에 문제 

• 정신 질환 

• 과체중과 비만, 신체 활동이 없음  

• 임신 

• 겸상 적혈구 질환 또는 타라세미아 

• 흡연 (현재 또는 이전에 흡연 경험) 

• 물질 남용 장애 
 

COVID-19 검사 받기 및 치료 방법을 포함하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ph.lacounty.gov/covidmedicines 
ph.lacounty.gov/covidtests/how 
 

• 공중 보건 콜 센터 전화 문의는 
1-833-540-0473 (주 7일 오전 8시-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  

만약 COVID-19 증상이 발현하면 

검사를 받으시고 귀하에게 

적합한 치료를 담당 의사에게 

즉시 요청하세요. 
 

감염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바로 

적합한 치료 약품에 대해 

물어보세요. 최대한 빨리 약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edica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edication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test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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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 약품의 종류 
 

이런 약품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고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경구 복용 약품  - 증상이 나타나고 5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두 번 5일 동안 복용합니다.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나타납니다.  
 

• 팍스로비드(Paxlovid)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치료제입니다. 몸무게가 최소 88 파운드이고 만 1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가 좋고 복용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 약의 복용량을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줄이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라게브리오) – 이 약품은 팍스로비드 또는 렘데시비르를 
복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임신하지 않았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맥 치료 (정맥 내 주사) -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하고 7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 렘데시비르(Remdesivir) (베클루리) – 체중이 최소 3kg(약 7 파운드)인 유아를 포함하여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3 일 동안 
복용합니다. 

 
치료는 재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및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재감염은 
비슷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 재감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세요.  
 
COVID-19 치료를 받는 방법 
 

• 귀하의 담당 의사, 응급 의료 센터, 일부 약국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800여개 이상의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맥 내 치료가 필요하면 담당 
의사가 검사를 의뢰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를 위한 검사(Test to Treat) 프로그램* - 많은 약국과 클리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공중 보건 원격 의료 서비스* -주 7일 오전 8시 – 오후 8시 30분 운영 시간 동안  

1-833-540-047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COVID-19 검사, 평가 및 자격요건이 될 경우 경구 치료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 호흡기 또는 의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h.lacounty.gov/masks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치료 약품은 무료입니다 
 

• 약국에서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할 경우 1-833-422-4255 또는 
go.cdph.ca.gov/covidpharmacyreporting 으로 신고해주세요. 해당 시설은 주사로 투여하는 
의약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 진료 또는 기타 진료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약품을 받으려면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건강 보험은 COVID-19 검사 비용, 치료 평가, 백신 
및 치료 비용을 대부분의 상황에서 본인의 비용 분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건강 권리 알아보기를 확인하세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칼(Medi-Cal)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건강 보험이 없다면 치료 기관에 청구되는 비용이 있는 지 문의하세요. 
DPH 원격 의료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edication
https://www.fda.gov/media/155051/download
https://www.fda.gov/media/155055/download
https://www.veklury.com/
https://www.veklury.com/
https://covid-19-test-to-treat-locator-dhhs.hub.arcgis.com/
https://aspr.hhs.gov/TestToTreat/Pages/default.aspx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docs/COVIDMasksKorean.pdf
http://go.cdph.ca.gov/covidpharmacyreporting
https://www.dmhc.ca.gov/Portals/0/Docs/DO/COVID-FactSheet20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