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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 서비스란? 

 코로나 19 로 인해 집 안에서 고립 또는 격리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건부(DOH)가 음식과 위생용품, 

한정된 가정용품을 구매 및 배달해 드립니다. 예비의료봉사단(MRC)이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까요?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는 보건부 질병 조사관에게서 집 안에 고립 또는 격리 상태로 머물라는 지시를 받은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예비의료봉사단이란? 

 MRC 는 보건부 산하의 자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의 체계는? 

 MRC 지원자는 DOH 질병 조사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받은 후 24 시간 안에 연락할 것입니다. 

 식품 및 물자 부탁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자원자는 요청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구매됩니다. 정크 푸드는 제한되거나 구매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예산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MRC 자원자와 서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는 접촉 없는 배달 서비스입니다.  

 MRC 자원자는 배달 일정을 정한 후, 배달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자원자는 물품을 집 밖에 놔둘 것입니다.  자원자를 만나러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동물을 집 안에 두거나 끈으로 묶어 둬야 합니다. 

 MRC 자원자가 배달할 때 창문과 문을 닫아 주세요.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DOH 질병 조사관에 의해 고립 또는 격리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 

종료됩니다. 고립 또는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 그때는 가족을 위해 상점에 가면 됩니다. 
 

저는 무직입니다. 코로나 19 지원 서비스 후에 음식 구매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MRC 자원자에게 물어보세요. 
 

식품 부탁 사항과 관련해 도움을 줄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통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MRC 책임자에게 물어보세요.   
 

질문이 있거나 통역사가 필요하면 다음의 MRC 책임자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808) 425-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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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예시 
 

 육류 

 어류 

 채소 

 샐러드 백 

 과일 

 스프 

 콩류 

 땅콩버터/견과류버터 

 쌀 

 빵 

 우유 

 커피/차 

 영아용 조제분유 

위생용품 밑 

가정용품 예시 
 

 쓰레기봉투 

 기저귀(성인 & 어린이) 

 여성용품 

 위생용품 

(비누, 샴푸, 치약, 등등) 

 청소 용품 

(상점에서 구매 가능하다면)

 물품은 재고와 예산을 기반으로 구매됩니다. 

 요청하면 다른 물건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MRC 자원자가 주문을 위해 전화하면 부탁하십시오.  

 담배나 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