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ENSLAND HEALTH 

우리는 현재 'amber' (황색) 상태입니다. 

황색 (오렌지색) 의 의미는 지역사회에 COVID-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병원에 더 많은 사람이 입원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퀸즈랜드의 수석의료관은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보건 권장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COVID-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보건 

권장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그리고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이는 아래 

상황을 포함합니다. 

• 근무지 

• 쇼핑 센터 등 실내 장소 

• 실내에서 지역사회 행사 

• 예배 장소 

• 결혼식 혹은 장례식 등의 모임 

아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 환경 (GP, 병원, 노인 케어, 장애인 

시설) 

• 대중 교통 

• 고령자이거나 위중증 위험이 있음 

•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 매우 아프거나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 COVID-19 위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의 주위에 있는 경우. 

 

고용주, 의료 제공자, 방문하는 장소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이 권장됩니다. 

• 아플 경우 집에 머뭅니다 

•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 (RAT)를 받습니다 

• 여러분 가구 구성원이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틀에 한 번 RAT 

검사를 받습니다. 

무료 RAT 키트 이용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 COVID-19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손 씻기 그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가리기 등 좋은 위생을 유지합니다 

COVID-19 양성 결과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실천하십시오. 

• 퀸즈랜드 보건부에 RAT 결과를 등록합니다. 

• COVID-19에서 회복하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 머무릅니다 

• 첫 양성 판정 후 7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첫 양성 판정 후 7일 동안 병원, 노인 케어 

혹은 장애인 케어 시설 방문을 피합니다 

•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증상을 점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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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health-advice/exposed-to-covid/covid-testing-in-queensland/free-rat-concession-card-qld
https://www.qld.gov.au/rat-positive


 

증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집에서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 National Coronavirus Helpline 1800 020 

080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옵션 8을 누르십시오). 

신호등 색상의 권장사항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적색은 지역사회에 COVID-19 이 많이 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색 (오렌지색) 은 지역사회에 COVID-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녹색은 지역사회에 COVID-19 감염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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