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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콜락 지역사회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검증된 FAQ(자주하는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일관된 소통 절차를 유지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콜락 오트웨이 샤이어(Colac Otway Shire)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콜락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나요?  

콜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 양고기 회사(Australian Lamb 

Company, ALC)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소수의 

사례들은 현재 전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누가 접촉자로 간주되나요?  

접촉자는 전염성을 가진 확진자와 15 분 이상 직접 대면을 하였거나, 닫힌 공간에서 두 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접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 보건 및 대민서비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지역사회보다 육류가공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육류가공 공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용이하게 해주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및 낮은 습도에서 번성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다른 환경보다 

금속 표면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밖의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때, 이는 육류가공 공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지역사회보다 높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육류가공 공장에서도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확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호주 양고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접촉자로 간주되므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검사를 받은 후에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예. 콜락에서 호주 양고기 회사 확산 사례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반응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 중에도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해당 회사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HH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친구의 부모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았고, 제가 그 친구 부모와 접촉을 한 경우, 저도 

접촉자로 간주되나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호주 보건 및 대민서비스부(DHHS)의 감염경로 

추적팀과 상담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접촉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추적팀이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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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예.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사람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 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그런 경우 검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중에 음식을 사기 위해 외출할 수 있나요?  

아니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5232 9440 번으로 콜락 오트웨이 코로나바이러스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댁으로 음식이 배달되도록 주선해드릴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된 경우 얼마나 오래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확진을 받게되면, 호주 보건 및 대민서비스부(DHHS)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기준이 충족되기 전에는 자가격리를 종료하실 수 없습니다.  

DHHS 는 해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Barwon Health 코로나바이러스 모니터링 

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매일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얼마나 오래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질문 6 을 참조하세요  

접촉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예, 확진자의 접촉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접촉자로 확인이 되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직장 확진 사례와 상관 없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11 일 째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확진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후 귀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거나 귀하의 접촉자에게 증상이 발생한다면, 그 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부모 및 아동 보호자를 

포함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빅토리아 주민들은 검사 후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30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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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았거나 확진자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DHHS로부터 집에서 자가격리를 

요구받은 경우, 근로자 지원금 $150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DHHS 로부터 집에서 자가격리를 

요구받은 16 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들에게도 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지원금 신청 링크는 DHH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가격리 중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어떻게 음식이나 물품을 구할 수 있나요?  

질문 8 을 참조하세요.  

콜락에서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예. 2020 년 8 월 2 일 일요일부터 모든 빅토리아주민들은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추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줍니다.  

타인과 1.5 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선책입니다.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HH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이미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와 손을 닦은 물티슈는 어떻게 버리나요?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와 물티슈는 뚜껑이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참고: 이 정보는 202 년 7 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최신정보는 www.dhhs.vic.gov.au/coronavirus 를 참조하시거나 1800 675 398 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http://www.dhhs.vic.gov.au/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