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EL CoronaVirus
What You Need to Know

Coronavirus is a type of virus that causes diseases of varying severities, ranging  
from the common cold to more serious respiratory disease. A novel (new) coronavirus 

is a new strain of coronavirus that hasn’t been identified before in humans.

How is it spread?
Through coughing and sneezing 

Close personal contact, such as 
touching or shaking hands

Because novel coronavirus is new, we are 
learning more each day about the trans-
mission patterns and incubation periods

Touching an object or surface with the 
virus on it, then touching your mouth, 
nose, or eyes before washing your hands 

What are the symptoms?

How can I protect myself when I travel?
Fever Difficulty BreathingCough Severe Illness

People who have traveled to or from
Wuhan, China since December 1, 2019,  
could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Seek medical care if you traveled to Wuhan 
and develop a fever and cough or respiratory 

symptoms within 14 days of your return.

Travelers going outside the US If you traveled to Wuhan and feel sick
• Avoid animals (alive or dead), animal markets,  
    and products that come from animals  
    (such as uncooked meat).
• Avoid contact with sick people.
• Wash your hands often with soap and water for  
    at least 20 seconds. Use an alcohol-based hand  
    sanitizer if soap and water are not available.
•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 Stay home and avoid contact with others
•  Seek medical care right away. Before you go to a  

doctor’s office or emergency room, call ahead and  
tell them about your recent travel and your symptoms.

• Don’t travel while sick. 
•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tissue or your 

sleeve (not your hands) when coughing or sneezing. 
Throw the tissue in th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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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염되는가? 
 
 
 
 

 

기침과 재채기 

 

만지거나, 악수하는 등 밀접한 접촉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나 표면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2019년 12월 1일 이후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 

온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크다. 

우한에 다녀왔고, 발열과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귀국 후 14일 이내로 의료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증상은 무엇인가? 
 
 
 
 
 
 
 
 
 
 
 
 

열 기침 호흡 곤란 중증 질병 
 

여행 시 예방법은 무엇인가? 

국외 여행자 우한에 다녀왔고 아프면 

•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동물 시장, 동물로 만든 

제품(요리하지 않은 고기) 피한다. 

• 아픈 사람들과 접촉을 피한다. 

•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다. 물과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 즉시 의료진에게 도움 요청한다.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기 

전에, 전화로 최근 다녀왔던 장소와 증상에 대해 알린다 

• 아플 때 여행 다니지 않는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알아야 할 수칙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에 이르는 다양한 병증을 야기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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