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문자 알림 
무엇이 사실인가요
버지니아 주민은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알림을 더 쉽게 받고 이 검사 결과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련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할 때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면 VDH가 양성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수신하는 경우에만 문자 메시지가 자동 전송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804-336-3915번에서 전송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전송됩니다.

스페인어로도 제공되는 문자 메시지는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해 
알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 머물면서 타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새로운 COVIDWISE Verification 
Code Portal로 연결되는 링크도 포함되며, 이 포털에서는 밀접 접촉자에게 
노출 가능성을 익명으로 알리기 위해 COVIDWISE에 입력할 수 있는 8자리 
코드나 링크를 제공합니다.

왜 VHD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나요?

문자 메시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COVIDWISE 다운로드

App Store와 Google 
Play 스토어를 
통해 무료 노출 알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OVIDWISE.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



양성 검사 결과를 COVIDWISE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스마트폰에 COVIDWISE나 COVIDWISE Expres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COVIDWISE Verification Code Portal은 무엇이고, 코드가 왜 필요한가요?

양성 검사 결과를 익명으로 신고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VIDWISE는 다른 앱 사용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알립니다. 노출 기록을 알면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제때 치료를 받으며, 코로나19를 타인에게 퍼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pple Store 또는 Google Play를 방문하거나 COVIDWISE.org에 있는 지침을 따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노출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지 24시간 이상이 지나야만 알림이 표시될 있습니다. 즉, 앱과 
노출 알림을 미리 켠 후에만 검사 결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https://apps.vdh.virginia.gov/CWP를 방문하여 COVIDWISE 
Verification Code Portal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포털로 연결되는 링크는 COVIDWISE.org에서도 제공됩니다. 
인증 코드는 COVIDWISE에서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VIDWISE는 
인증 코드를 사용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익명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인증 코드는 허위 
신고를 방지합니다. 포털에서는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모바일 기기로 보내거나 포털에서 COVIDWISE에 
붙여넣을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자 알림 
무엇이 사실인가요?

COVIDWISE.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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