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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란? 

COVID-19 이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된 전염병입니다. COVID-19 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한 

정도로만 아프고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질환의 정도는 당사자가 가진 COVID-19 변이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COVID-19 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COVID-19 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 혹은 호흡을 크게 할 때 작은 액체 입자들을 통해 사람들 간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COVID-19 감염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로부터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감염자가 만진 것을 만진 

후에 자신의 눈, 코 혹은 입을 만짐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전파 방법 및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protect-yourself-others/coronavirus-
prevention  

COVID-19 “변이”란?  

COVID-19 이 전파될 때 독감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들 변화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는 원래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합니다. 여러 COVID-19 변이들이 있는데, 

델타 (공식적으로 인도발), 알파 (공식적으로영국발), 베타 (공식적으로 남아프리카발), 감마 

(공식적으로브라질발),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변이들은 다른 변이들보다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COVID-19 바이러스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 아래 사이트에서 COVID-19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COVID-19 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퀸즈랜드인들을 위한 정보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protect-yourself-others/coronavirus-prevention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protect-yourself-others/coronavirus-prevention
http://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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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모든 연령과 건강 상태의 사람들이 COVID-19 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감염될 경우 

심각하게 아플 위험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 고령자.  

• 암, 폐질환, 당뇨병 혹은 고혈압과 같은 기존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  

• 단체 거주형 홈에 살고 있는 사람들. 

•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COVID-19 증세가 

있을 경우 이들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COVID-19 증상 

COVID-19 증상 예:  

• 발열  

• 기침 

• 인후통  

• 숨가쁨 

• 두통 

• 콧물 혹은 코막힘 

• 피로 

• 설사, 구토 혹은 메스꺼움  

• 미각 혹은 후각 상실 

• 근육 혹은 관절 통증, 그리고  

• 식욕 상실.   

COVID-19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COVID-19 증상이 있을 경우 회복이 더 오래 걸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초래한 극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회복하는데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은 일주 내지 이주 만에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COVID-19 검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 

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stay-informed/testing-and-fever-clinics.  

 

 

http://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stay-informed/testing-and-fever-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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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지원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우실 경우 Multicultural Connect 에 1300 079 020 로 전화하세요. 언어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COVID-19 공공 보건 지침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퀸즈랜드 보건부에 134 COVID (13 42 68)로 연락하세요. 

그들이 귀하에게 무엇을 할 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전화할 때 요청하십시오. 무료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