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양성 결과일 경우 

해야 할 일 
 
 

 

제가 어떤 유형의 검사가 

필요한가요? 

신속 항원 검사, 즉 'RAT'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COVID-19 

검사입니다. 수퍼마켓, 약국 및 온라인 매점에서 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컨세션 카드 소지자 및 망명 신청자를 

포함하여 일부 사람들은 퀸즈랜드 보건부의 배포 지점에서 무료 

RAT 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RAT가 있습니다. 키트는 구강이나 비강을 

검사하기 위해 면봉을 사용하거나 타액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각 검사 키트를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비강 혹은 

타액 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RAT 키트가 없을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여러분이 검사 클리닉 혹은 의료 시설에서 받는 COVID-19 

검사입니다. 

검사가 양성이면 어떻게 되나요? 

RAT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RAT 양성 결과를 퀸즈랜드 보건부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COVID-19 확진자가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여러분이 COVID-19 

확진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이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양성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등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 COVID 

(13 42 68)로 전화하여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PCR 검사를 위해 클리닉에 간 경우, 검사 결과와 COVID-19에 

걸린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휴대폰에 텍스트 

메시지로 전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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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상태가 좋고 집에서 회복 중인 
경우: 

양성 검사 결과는 COVID-19 감염을 의미합니다. 완전 백신 접종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한 증세만 가질 것이며 격리 중에 

집에서 자신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인후통, 발열, 기침, 통증 및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하루에 한 번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COVID-19에 걸렸을 때 자신 돌보기: 

아래에 해당될 경우 National Coronavirus Helpline 1800 020 080 

(통역사를 원하시면 8을 누름) 혹은 GP에 연락하여 의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틀 혹은 삼일 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됨 

• 만성 질환이 있음 

• 임신 중임. 

여러분에게 적합한 치료일 경우 의사가 COVID-19 치료를 위해 

처방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진자가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려면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많은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 체온을 점검합니다 

 
 

 

 

 

 

Stay informed at www.health.qld.gov.au 

정보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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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exposed-to-covid/covid-testing-in-queensland/free-rat-concession-card-qld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exposed-to-covid/covid-testing-in-queensland/free-rat-concession-card-qld
https://www.health.gov.au/resources/translated/coronavirus-covid-19-social-how-to-use-a-nasal-swab-rapid-antigen-test-other-languages
https://www.health.gov.au/resources/translated/coronavirus-covid-19-social-how-to-use-a-rapid-antigen-oral-saliva-test-other-languages
https://www.qld.gov.au/rat-positive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i-have-covid/antiviral-medicines-for-covid-19
http://www.health.qld.gov.au/


 
 

 

 
 
 
 

 

•  고열이나 통증에 도움이 되는 약품 (파라세타몰 및 

이부프로펜)을 복용합니다 

• 정기적인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 전화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COVID-19 감염으로 몸이 아플 경우 증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기를 사용하여 몸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증상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COVID-19을 위한 의료 조언을 

원하시면 National Coronavirus Helpline에 1800 020 080로 

전화하세요. 통역사를 원하시면 8을 눌러주세요. 연결되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와 이야기하길 원하시면 13 HEALTH 13 43 25 84 

로 전화하셔서 1을 누르신 후에 COVID-19에 대한 의료 

조언을 얻으세요. 

RAT 검사 양성 등록을 위한 도움, 백신 접종 예약, 검사, 

혹은 COVID-19 제한조치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134 COVID 

13 42 68로 전화하세요. 

음식,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ommunity Recovery Hotline에 1800 173 34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Multicultural Connect 

Line에 1300 079 020으로 전화하여 모국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리스번 광역시에 사는 경우 

간호사에게 COVID-19 증상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언어로 

대화하고 통역사를 이용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항상 000번 으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이러한 서비스에 전화할 때 통역사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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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https://www.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9/230608/A4L_Symptoms-diary_23-12-21-INTERACTIVE.pdf
https://www.qld.gov.au/__data/assets/pdf_file/0019/230608/A4L_Symptoms-diary_23-12-21-INTERACTIVE.pdf
http://www.health.qld.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