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치료 및 예방 의약품
COVID-19 치료 의약품
COVID-19 에 감염되었고 증상이 있으며,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이 높은 경우 COVID-19 치료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증상이 있으면,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바로 치료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약을 최대한 빨리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 자격 대상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 만 65 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의료 제공자가 처방하는 모든 연령 대상.
예를 들어, 다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격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암
• 낭포성 섬유증 및 결핵을 포함한 만성 신장,
간 또는 폐 질환
• 치매 또는 기타 신경학적 질환
• 당뇨병 (제 1 형 또는 2 형)
• 장애
• 심장 질환, 뇌졸중/뇌 혈관 질환

•
•
•
•
•
•
•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정신 건강 질환
과체중 및 비만, 신체 활동 없음
임신
겸상적혈구병 또는 지중해빈혈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물질 사용 장애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감염,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포함한 면역 체계 약화

*본 목록에 모든 가능 증상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웹
페이지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의약품을 처방 받는 방법
COVID-19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담당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LA 카운티 전역의 3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제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맥 주사 치료가 필요하면, 담당 의사가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약국과 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치료를 위한 검사(Test to Trea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833-540-0473, 이용
시간: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COVID-19 검사, 평가 및 자격이 있는 경우 경구
COVID-19 치료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종류
COVID-19 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항바이러스제 (Antivirals)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단일 항체 (Monoclonal antibodies)는 바이러스에 결합하여 신체가 이를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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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 및 예방 의약품
다음 약품은 증상이 발생한 후 5 일 이내에 경구로 복용해야 합니다.
•
•

팍스로비드 (항바이러스제) – 만 12 세 이상이 대상이고 체중 88 파운드 이상
몰누피라비르 (항바이러스제) – 만 18 세 이상의 성인 대상, 및 임신하지 않은 사람.

다음 약품은 증상이 발생한 후 7 일 이내에 정맥 주사(정맥 내로)를 맞아야 합니다.
•
•

렘데시비르 (항바이러스제) – 성인과 어린이 대상이고 몸무게가 최소 3 킬로그램
(약 7 파운드) 이상인 유아 포함. 3 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주사.
벱텔로비맙 (단일 항체) – 만 12 세 이상이 대상이고 체중 88 파운드 이상 한 번 투여

COVID-19 예방 의약품
의학적 사유로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면역 체계가 백신에 반응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에부실드(Evusheld)라고 불리는 오래 지속되는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을 처방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부실드는 COVID-19 를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출
전 예방 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12 세 이상이고 체중이 88 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투여
가능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2 회의 근육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은 무료입니다
이러한 COVID-19 약품에 대한 비용은 없지만, 시설에서 방문/상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DPH 원격 의료 서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설에 비용이 무료인지 문의해 보십시오.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한 치료만 받으십시오
COVID-19 관련 비승인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용도로 승인 및/또는 처방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

COVID-19 치료제는 COVID-19 백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LA 카운티 전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여러분이 COVID-19 에 감염되어 중증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COVID-19 의약품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및 치료, 검사 또는 백신을 제공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ph.lacounty.gov/covidmedicines 에 방문하거나 공중 보건국 상담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연락처: 833-540-0473, 이용 시간: 주 7 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 30 분까지).
COVID-19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ph.lacounty.gov/covidtests/how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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