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COVID-19): 보조 및 치료 동물 주인용 안내
우리가 알고 있는 점
• 현재 이용 가능한 제한적인 정보에 따르면 동물이 사람에게 COVID-19 를 전파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 사람에서
동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수의 동물(개와 고양이
포함)이 대부분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 COVID-19 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회복되었습니다.
• 감염된 동물은 아플 수 있고 어떠한 증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픈 동물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질병을 앓은 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의
•

•

장애인 보조 동물은 개별적으로 훈련받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개를 의미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ilities Act)에 따라, 장애인
보조 동물은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과 관련된 미국
장애인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da.gov/service_animals_2010.htm 를 참조해
주세요.
치료 동물은 동물이 보조로 개입하거나 치료 과정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안내
• 애완동물을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람들이나
가정 밖의 기타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동물을 데리고 COVID-19 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경우 최적의 판단을 내리십시오.
• 치료 동물은 시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개인 시설에서 치료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보조 혹은 치료 동물의 주인이고 COVID-19 판정을 받았다면, DC Health COVID-19
양성 검사자를 위한 안내(coronavirus.dc.gov/healthguidance)를 참조하십시오.
• COVID-19 에 걸린 사람과 노출된 이후에 보조 또는 치료 동물이 아플 경우, 수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동물이 COVID-19 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애완동물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해야할 일 권고
사항(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positive-pet.html)을 따라 주십시오.
보조 동물 보호를 위한 안내
• 보조 동물은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동물 주변에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인과 동물 모두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만약 보조 동물이 아프다면, 수의사에게 전화하고 동물을 데리고 공공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COVID-19 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장소나 COVId-19 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예방할 수 없는 시설에 보조 동물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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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픈 사람과 보조 동물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만약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아픈 사람은 동물 주변에 있을 때 천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조 동물의 목걸이, 조끼, 목줄, 하네스 및 기타 물품을 자추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보조 동물을 화학 살균제나 알코올, 과산화수소, 기타 동물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닦거나 씻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애완동물의 피부나 털을 통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애완동물에게 안면 가리개를 씌우지 마십시오. 애완동물의 얼굴을 가리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치료 동물 보호를 위한 안내
평소 치료 동물을 이용하던 시설도 이러한 시기에는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고위험군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가리기 및 기타 COVID-19 전염 방지를 위한 DC Health 의 안내와 시설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만약 치료 동물이 시설이나 다른 장소에 출입하게 된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
•

•
•

•
•
•
•

•

치료 동물의 방문은 클라이언트와 치료 동물 팀 사이에 일정한 접촉을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동물을 방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물로 부터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주인과 참가자는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쓸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마스크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하는 동안 천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이 아프거나 COVID-19 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지 마십시오.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 동물을 만지거나 가까이가거나 상호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COVID-19 으로 인해 아픈 사람의 경우, 치료 동물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접촉 전 후, 주인과 동물을 토닥이거나 만진 사람을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지는 물품 특히 물품이 치료 사이에 여러 시설로 이동한다면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예를 들어, 끈, 하네스, 장난감, 담요). 끈같은 물품은 시설 사이에
가져와야 하며, 각 사용 또는 각 시설 이후에 소독해야 합니다.
장난감과 간식 같이 동물의 입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난감, 목걸이, 끈, 하네스, 치료 조끼, 스카프 음식/물 그릇과 같은 물품을 자주 소독해
주십시오.
치료 동물이 핥거나 ‘뽀뽀’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치료 동물을 화학 살균제나 알코올, 과산화수소, 기타 동물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닦거나 씻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애완동물의 피부나 털을 통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애완동물에게 안면 가리개를 씌우지 마십시오. 애완동물의 얼굴을 가리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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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 COVID-19 유행 기간 중 애완동물의 안전에 대한 정보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웹페이지(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pets.html)를 참조하십시오.
• 애완동물 및 동물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DC Health 에 대한 추가 가이드
coronavirus.dc.gov/healthguidance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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