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클리닉 (LCC) 코로나 소식 (8 월 둘 째 주)
o

o

NC 주의 환자 상황 (8/6, 12:00 pm)
o

NC-> 환자: 131,267 명 (검사 건수: 1,904,750 건) /입원 환자: 1,147 명/ 사망자: 2,092 명

o

Wake County-> 환자 11,576 명/사망 152 명

NC 주 2 단계 5 주간 유지하기로 결정
o

Roy Cooper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8/5), 2 단계 오픈 상태를 앞으로 5 주간 연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NC 주의
코비드 19 상황은, 3 W (마스크 쓰기 + 사회적 거리 유지 + 손 씻기) 등의 준수 등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나, 학교 개강 등으로
사회활동이 많아 질 것을 예상되는 시기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3 단계로 나아 가지 않고 2 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o

o

o

2 단계 준수 사항들
o

소매점: 최대 수용인원의 50 % 까지의 인원 수용 가능 (소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o

모임: 실내-> 10 명까지/실외-> 25 명까지

o

차일드 케어: 오픈

o

원격 근무: 권장함

o

레스토랑/식당: 최대 수용인원의 50 % 까지의 인원 수용 가능

o

Bar/나이트 클럽: closed

o

이발소/미용실/개인위생 비지니스: 최대 수용인원의 50 % 까지의 인원 수용 가능

o

극장/실내 콘써트/볼링장/스케이트 링크: closed

o

박물관/Gyms/피트니스 클럽/놀이터: closed

o

수영장/day camps: 제한적 오픈

o

장기 요양 시설 방문: 제한 (그러나 개별 상황 고려 가능)

o

State 파크/트레일: 오픈

o

마스크 (masks): 반드시 착용해야

코비드 19 증상 (CDC 기준)
o

콧물/기침/발열

o

두통/호흡곤란/근육통

o

인후통/후각 또는 미각 상실/피로

o

오심 또는 구토/설사

NC 보건 당국의 검사 기준
o

코로나 의심 증상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이 있는 경우/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o

다음의 경우는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심한 경과를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만 있으면 검사한다.

o
o

1)

장기 요양 시설 등 위험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

2)

코로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으로 변방에 있는 계층

3)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환경에서 손님을 직접 대하거나 본질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grocery, 주유소, child care, 건설현장 등)

4)

의료종사자들 또는 구급차/경찰/군인 등

5)

65 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의 고위험군

대중 집회 등에 참여했던 경우

CVS 무료 검사 방법: 보험이 있는 경우는 보험을 사용해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무료로 검사
o

예약: https://www.cvs.com/minuteclinic/covid-19-testing -> zip 코드 입력하면 근처 CVS 에 예약할 수 있음

o

검사: 예약한 날짜에 “운전면허증” 을 지참하고 가서 안내에 따라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