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자 같이 사는 가족 

귀 

가 

전 

준 

비 

사 

항 

□귀가 전 방역을 위한 생필품을            

준비해주세요(소독제、표백제、온도계、쓰레기 

봉투 등). 

□1인 1실 신청 시 같이 사는 가족이 경찰께 

예방 접종 카드를 제공해주세요. 

□방역호텔 끝나고 귀가 시 안내에 따라 

방역차량을 타세요. (차량요금은 본인 지참)  

□1인 1실 신청 시 격리자 귀가 전에 

같이 사는 가족이 경찰께 예방 접종 

카드를 제공해주세요. 

□경찰이 1인당 2회분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분배하오니, 격리자 

입국 14일차 하고 21 일차 에 

각 1회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일 

상 

방 

역 

사 

항 

□방문자 방문 금지. 

□쓰레기는 넘침이나 새지 않도록 묶어서 격리 

끝나때 같이 버려주세요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전화주세요(07-

7230250)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드린다。 

□1인 1시대 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음식을 문 앞에 놔주세요. 

□1인 1실 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음식을 

문 앞에 놔주세요 

□방문자 방문 금지. 

□격리자와 함께 방과 욕실을         

사용하거나 함께 식사 금지. 

□매일 아침/저녁 1 일 1 회 체온을         

측정하여 체온과 건강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건강상태를 SMS 로 

보내주세요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과 모임 출입금지.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주세요.。 

□긴급하지 않은 진료나 검진을 

연기하며,병원동행 금지。 

□관련 증상이 있어 외출을 금지 하여 

방역전화(07)723-0250 으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주세요. 

검 

사 

협 

조 

사 

항 

□입국 21 일차에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키트를 

사용하여 결과를 경찰께 알려주세요. 

□입국 13일차 시정부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검사 받을 때 건강보험증/ 여권/ 현금을  

준비하세요 (약 NT$1,000). 

 

□격리자 입국 14 일차에 자가진단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격리자 입국 21 일차에 자가진단 

키트를 실시하여 결과를 경찰께 

알려주세요. 

※1인 1세대 1인 1실, 허위 신청,외출법 위반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실을 검증한 후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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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같이 사는 가족 

귀 

가 

전 

준 

비 

사 

항 

□귀가전 방역을 위한 생필품을           

준비해주세요(소독제、표백제、온도계、쓰레기 

봉투 등). 

□1인 1실 신청 시 같이 사는 가족이 경찰께 

예방 접종 카드를 제공해주세요. 

□방역호텔 끝나고 귀가 시 안내에 따라 

방역차량을 타세요. (차량요금은 본인 지참) 

□1인 1실 신청 시 격리자 귀가 전에 

같이 사는 가족이 경찰께 예방 접종 

카드를 제공해주세요. 

□자가진단 1 인 2 회분 준비 해주세요 

(입국 10 일차, 14 일차에 실시) 

□경찰이 1인당 2회분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분배하오니, 격리자 

입국 14일차 하고 21 일차에 각 1회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일 

상 

방 

역 

사 

항 

□방문자 방문 금지. 

□쓰레기는 넘침이나 새지 않도록 묶어서 격리 

끝나때 같이 버려주세요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전화주세요(07-

7230250)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드린다。 

□1인 1시대 시 문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음식을 문 앞에 놔주세요. 

□1인 1실 시 문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음식을 

문 앞에 놔주세요 

□방문자 방문 금지. 

□격리자와 함께 방과 욕실을         

사용하거나 함께 식사 금지. 

□아침/저녁 1 일 1 회 체온 층정하여         

체온과 건강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건강상태를 SMS 로 보내주세요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과 모임 출입금지.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주세요.。 

□긴급하지 않은 진료나 검진을 

연기하며,병원동행 금지。 

□관련 증상이 있어 외출을 금지 하여 

방역전화(07)723-0250 으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주세요. 

검 

사 

협 

조 

사 

항 

□입국 10、21일차에 중앙 분배하는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입국 13-14일차 시정부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검사 받을 때 건강보험증/ 여권/ 현금을  

준비하세요 (약 NT$1,000). 

□격리자 입국 10 일차에 자가진단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격리자 입국 14 일차에 자가진단 

키트를 실시해주세요. 

□격리자 입국 21 일차에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키트를 실시하여 결과를 

경찰께 알려주세요. 

※1인 1세대 1인 1실, 허위 신청,외출법 위반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실을                                    

검증한 후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만~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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