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Test & Trace Corps는 COVID-19에 감염되거나 COVID-19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귀하의 지역 인근에 소재한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리소스 내비게이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내비게이터는 이웃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음식 배달
++ 직장에서의 유급 휴가
++ 의약품
++ 건강 보험
++ 유틸리티(전기, 상수도, 가스) 
++ 공식 격리 명령을 받는 것과 관련한 지원
++ 1차 의료 제공자 
++ 정신 건강 지원

리소스 내비게이터에게 문의하려면 1-212-COVID19(1-212-268-4319)번으로 전화한 후 5번을 
눌러 안전 격리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5번을 눌러 다른 리소스와 관련한 음성 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리소스 내비게이터가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Test and Trace’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케이스 조사원 또는 모니터 요원에게 연락하여 리소스 내비게이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내비게이터와의 상담 여부는 영주권(또는 “그린 카드”)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자 신분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ActionNYC 핫라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1-800-354-0365번으로 전화해 “Public Charge”(공적부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Bronxworks, 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CWE), Bed-Stuy Restoration, Northern Manhattan Improvement Corporation(NMIC), 
Make the Road NY, SoBro, Urban Upbound, Riseboro, JCC of Staten Island, CUNY, 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CPC)과 파트너십을 맺은 Mekong NYC 및 Korean Community Services. 

NYC Test & Trace Corps가 접촉 경로 조사원을 통해 받는 정보는 뉴욕시 보건법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Corps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사법 당국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NYC 
Test & Trace Corps는 수령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승인된 직원만 공공 의료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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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 관련 지원
++ 사회 복지 서비스
++ 주택 및 홈리스 리소스
++ 애완동물 돌보기
++  10~14일 동안 3명이 격리하는 가정에 충분한 

개인 보호 장구가 포함된 케어 패키지 제공.
++ 기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testandtrace.nyc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COVID-19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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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비용 부담 없이 
COVID-19 
검사를 
받으십시오.

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격리를 
실시하고 호텔 
또는 자택에서 
건강을 
돌보십시오.

접촉 경로 
조사원의 
전화를 받아 
COVID-19
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해 
주십시오.

검사 자가 격리추적

NYC Test & Trace Corps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건강 정보가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정보는 뉴욕시 보건법에 따라 기밀로 보호됩니다. 
Test & Trace Corps는 이민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