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에서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및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질병을 유발하는 대규모 바이러스 군입니다. 

2019 신종 바이러스(COVID-19)는 인간에서 확인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작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COVID-19의 증상은 인프루엔자(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유사합니다. 열, 기침 및 호흡곤란이 포함됩니

다. 호흡곤란은 폐렴의 징후이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COVID-19로 인한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

(예: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의 호흡 향상)은 치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이므로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걸립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지만 노인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미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지역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라인 (전화: 0800 358 

5453) (국제 SIM 카드의 경우 +64 9 358 5453)에 문의 하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호흡곤란과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응급의료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전화

하여 여행기록을 알려 주십시오. 
 

 

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같이 동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은 

올바른 기침과 재채기(호흡)를 하는 것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What you 
need to 
kno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기침과 재채기 

티슈나 옷으로 입을 막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티슈를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손을 씻으십시오.(어린이 코를 닦아준 후에도 손을 씻으십시오). 

 정기적으로 손 씻기 

비누와 물로 손을 정기적으로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식

사할 때나 식사 준비하기 전과 화장실 사용 후에도 꼭 손을 씻어야 합니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침을 뱉을 때 티슈 사용 

침을 뱉을 때는 티슈에 뱉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으십시오. 

 식기도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개인 숟가락, 젓가락 또는 포크를 사용하

여 공동접시에 있는 음식을 집지 않도록 하십시오- 침을 통해 질병을 옮

길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국 본토를 떠나거나 경유 한 날로부터 14 일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 하십시오(질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 

하는데 14 일이 걸릴 수 있음). 

 

 뉴질랜드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헬스라인(Healthline)에 자세한 

정보를 등록 하십시오. 0800 358 5453 으로 전화 하십시오.(국제 

SIM 카드를 사용 하시는 경우에는 +64 9 358 5453 으로 하십시오). 

 

자가격리는 다른 사람과 가까운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경 1미터 이내 15분 이상 대면 접촉) 더 많은 정보는 코로

나바이러스 웹페이지 (Ministry of Health’s novel coronavirus webpage)에

서 확인 하거나 상기 번호로 전화 하십시오. 

 해외여행? 

여행하기 전에 뉴질랜드 정부의 safetravel.govt.nz 웹 사이트에서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사회적 책임 

어려운 국제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존중과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novel-coronavirus-2019-ncov/novel-coronavirus-self-isolation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novel-coronavirus-2019-ncov/novel-coronavirus-self-isolation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novel-coronavirus-covid-19/novel-coronavirus-self-isolation
https://safetravel.govt.nz/


자세한 정보: 

 

뉴질랜드보건부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sation (영어)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중국어) 

오클랜드지역보건서비스 Auckland Regional Public Health Service 

www.covid19.govt.nz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novel-coronavirus-2019-ncov/novel-coronavirus-self-isolation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https://www.who.int/zh/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http://www.arphs.health.nz/public-health-topics/disease-and-illness/novel-coronavirus-2019-nc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