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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COVID-19) 
 

 

격리 지침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했다면, 특별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정보지는 www.health.gov.au/covid19-resources 에 나와 있는 ‘격리 지침’ 정보와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누가 자가 격리해야 합니까? 
2020년 3월 15일 이후 호주에 입국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 또는 호텔에 머무르기  
자가 격리를 위해 집 또는 호텔로 이동할 때는 자가용 등 개인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타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중 교통 (택시, 기차, 버스 및 전차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www.health.gov.au/covid19-resources에 나온 대중 교통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14일 동안의 격리 기간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집이나 호텔에 머물러야 하며, 직장, 학교, 육아원, 

대학 또는 공공 행사 등 공공 장소에 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과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만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방문자들을 받지 마십시오. 호텔에 있는 경우, 다른 투숙객이나 

호텔 직원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몸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타인에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www.health.gov.au/covid19-resources를 참고하십시오. 

증상을 모니터하십시오 
격리 중, 고열, 기침, 목따가움, 피로감 또는 숨가쁨 등의 증상을 모니터하십시오. 기타 다른 

증상에는 오한, 몸살, 콧물 및 근육통 등도 있습니다.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주에 입국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 후 14일 내에 증상 (고열, 기침, 목따가움, 피로감 또는 숨가쁨 

등)이 나타나면, 응급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소나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여러분의 여행 경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해도 안전하다고 정부 의료 당국이 통지할 때까지, 여러분은 집, 

호텔 또는 의료 시설에 반드시 격리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청결히 하고 조심해서 기침/재채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https://www.health.gov.au/resources/collections/novel-coronavirus-2019-ncov-resources?utm_source=health.gov.au&utm_medium=redirect&utm_campaign=digital_transformation&utm_content=covid19-resources
https://www.health.gov.au/resources/collections/novel-coronavirus-2019-ncov-resources?utm_source=health.gov.au&utm_medium=redirect&utm_campaign=digital_transformation&utm_content=covid19-resources
https://www.health.gov.au/resources/collections/novel-coronavirus-2019-ncov-resources?utm_source=health.gov.au&utm_medium=redirect&utm_campaign=digital_transformation&utm_content=covid19-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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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 주십시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고, 사용한 티슈는 버리고, 손을 씻어 주십시오. 

• 그리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십시오 (타인과 1.5m 이상의 거리 

유지)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출하기  
개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여러분의 정원이나 앞마당에 나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호텔에 체류 중이라면, 정원에 나가는 것은 역시 안전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동 구역은 신속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주자를 위한 조언  
여러분과 거주하는 타인들은 위의 격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가 격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증상이 발생하고,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거주자들은 

여러분과 직접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은 문 손잡이, 전기 스위치, 부엌 및 욕실 등과 같이 

자주 손으로 만지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가정용 세정제나 소독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14일 격리 기간의 관리 

격리 기간은 짜증스럽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하는 요령은: 

• 전화,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어린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 가능하면, 식사 및 운동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하십시오. 

• 자녀의 숙제나 과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자녀의 학교에 요청하십시오.  

•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이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격리 기간을 이용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정부의 최신 조언,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려면, www.health.gov.au을 방문해 주십시오.  

전국 코로나바이러스 도움의 전화 1800 020 080번에 문의바랍니다. 이 전화 서비스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제공됩니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1 450번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나 테리토리 보건부의 연락처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www.health.gov.au/state-territory-

contacts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http://www.health.gov.au/
https://www.health.gov.au/about-us/contact-us/local-state-and-territory-health-departments
https://www.health.gov.au/about-us/contact-us/local-state-and-territory-health-depart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