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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HAWAI`I STATE DEPARTMENT OF HEALTH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코로나 19 증상으로 인해 테스트됨(완전 백신 접종1 또는 미접종 모두) 

•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 다른 사람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자택 격리 및 검역 지침의 "격리"를 참조하십시오.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증상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십시오.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검사받음 

• 백신 접종 완료 1 

o 증상이 없으면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o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5~7 일 후에 검사를받으십시

오.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자가격리하고 "격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o 코로나 19 에 감염된 사람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14 일 동안 증상을 관찰하십시오.

▪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음

o 자택 격리 및 격리 지침의 "격리"를 참조하십시오.

o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o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코로나 19 감염 2자와 마지막 접촉한 후 10 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o 다른 사람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거리를두십

시오.

o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o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자택 격리 및 검역 지침의 "격리"를 참조하십시오.

o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10 일 동안 계속 격리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5~7 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o 코로나 19 에 감염된 사람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14 일 동안 증상을 관찰하십시오.

▪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학교, 직장, 여행 또는 코로나 19가 아닌 의료적인 요건으로 인해 검사받음 

• 학교, 직장 또는 여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예: 수술 또는 의료 절차 전)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증상이 없고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와 같은 2 회 접종 백신 중 2 차 접종 후 2 주 또는 존슨&존슨의 얀센 백신과 같은 1 회 접종 백신 2 주 

후에 완전히 예방접종이 완료됩니다.  
2 가족 구성원 중 밀집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예: 교정 시설)를 포함하여 집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한번의 격리 

기간은 14 일입니다. 

What To Do If You Have Been Tested for COVID-19 - Korean

https://hawaiicovid19.com/wp-content/uploads/2021/09/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_KO.pdf
https://hawaiicovid19.com/wp-content/uploads/2021/09/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_KO.pdf
https://hawaiicovid19.com/wp-content/uploads/2021/09/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_KO.pdf
https://hawaiicovid19.com/wp-content/uploads/2021/09/Home-Isolation-and-Quarantine-Guidance_KO.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