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핵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COVID-19) 펜데믹 상황 중에도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결핵 (TB)의 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 될수 있는 바이러스로인해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결핵이란 무엇입니까?

결핵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폐를 공격하지만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박테리아에 의한)입니다.
결핵에는 잠복성 결핵 감염과 활동성 결핵 질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잠복성 결핵 감염이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 될 수 없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잠복성 결핵이 결국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여 다른 사람
들에게 전염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코로나19 증상

노출 후 2-14 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
습니다
다른 증상들: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인후염과 충혈/코막힘
메스꺼움/구토
근육통/전신통증

설사

비슷한 증상

코로나19 및 활동성 결핵 모두 다음
의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침, 호흡 곤란, 발열, 오한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퍼집니다

결핵 위험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서유럽 / 북유럽 이외
의 다른 국가에 거주 / 방문한 사람
면역 체계가 약화 된 사람 (예: HIV, 장기이식, 암환자 등)
결핵 질환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사람
노숙자 / 교도소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추가 결핵 질병 증상

잠복성 결핵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몇 주
에서 몇 년 후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될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들:
수면중에 식은땀과 지속적인 흉부 통증
피나 가래를 토하는 기침
체중 감소 또는 만성 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위험이 높은 경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잠복성 또는 활동성 결핵
이있는 경우 치료를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핵에 걸린 동안 COVID-19로 아프면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결핵 치료를 빨리 받으십시요.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표면을 소독하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위에 언급 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테스트 / 추가 정보를 얻을 수있는 곳

테스트: 전화 211 또는 방문 https://lacovidprod.service-now.com/rrs
에 대한 추가 정보: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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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d from the Los Angeles County TB Control Program
http://ph.lacounty.gov/tb/factsheets.htm

테스트: Visit http://ph.lacounty.gov/tb/docs/TBClinics2017.pdf
TB에 대한 추가 정보: http://ph.lacounty.gov/tb/factsheet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