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젝트는 제 9 번 법률을 통해 하와이 주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COVID 비상사태 동안 중요한 시설 및 사업 유지를 

돕기 위해 특정 수령인이 무비용으로 중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구입 및 배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와이 주 COVID-19  

PPE(개인보호장비)  

배포 프로그램 
  

https://hawaii-medical-alliance.myshopify.com/에서 무료  

개인보호장비(PPE)를 주문하세요  

 

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거시설, 서비스 제공업체 및 조직 

• 노인케어 시설 – 노인들을 위한 거주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예: 성인 거주자 보호 시설, 위탁 

가정 보호 시설 및 생활지원시설 

• 비영리 단체 – 공중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o 1 등급: 푸드뱅크 및 급식시설, 노숙인 쉼터, 상이군인 쉼터, 청소년 쉼터 

o 2 등급: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등의 특수치료시설 

• 다른 수혜자들로는 학교, 병원, 독립 의료 사업자, 치과의사, 실험실, 치료사가 있습니다 

• 격리 시행 전에 평균 10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 대면 중소기업 - 자택요양기관, 가정 

의료 기관, 사례 관리 기관, 소매점, 식당, 숙박업소 ＆ 소규모 제조 회사. 

 

주문하기: 현재 주 전역에 PPE 물자의 주문과 유통을 감독하고 있는 하와이 비상관리국 

(HI-EMA)이 등록과 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다음 링크에서 등록하세요:  https://hawaii-medical-alliance.myshopify.com/  

• 초기 설문 조사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DOH/DHS 라이선스 또는 PVL 라이선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GET 

번호를 입력하세요. 비영리 사업자라면 EIN 번호를 입력하세요.  

• 직원 규모(시간제 직원 또는 관리를 지원하는 비급여 가구원 포함)와 해당 시설에 대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고객(거주인) 수를 알려 주십시오 

 

지금 등록하고 물량이 있을 때 주문하세요! 
더 알아보기 



이 프로젝트는 제 9 번 법률을 통해 하와이 주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COVID 비상사태 동안 중요한 시설 및 사업 유지를 

돕기 위해 특정 수령인이 무비용으로 중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구입 및 배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후: 
 

Hi-EMA 는 공급품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약 90 일 분의 물자를 받게 됩니다.  

PPE 주문은 근처 섬들을 포함한 귀하의 사업 주소로 배송될 것입니다.  현재 예상 배송일은 대략 

10 월/11 월입니다.   
  

그 동안 하와이 보건관리청을 통해 현재 재고가 있는 한정된 비상용품을 요청하거나 민간 유통업자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부록 A – PPE 자원 참조) 
 

거주인/위탁 가정/그룹 주택을 위한 PPE 권장 공급품 

(물량은 직원 및 서비스를 받는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함) 
 

COVID 가 있는 경우 필요한 PPE 일일 사용을 위한 PPE 

(COVID 가 없는 경우) 

• 직접 관리하는 간병인을 위한 수술용 마스크 

• COVID 가 있는 곳의 거주인을 위한 천 마스크(허용되는 경우) 

• 플라스틱 얼굴 가림막 또는 안구 보호 장비(고글) 

• 일회용 긴팔 가운 

• 일회용 장갑 

• 소독제 
 

얼굴 가림막이 있는 N95 마스크(분무흡입기, 기관절개튜브 세척 또는 

석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N95 마스크는 주문 전에 

밀착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 간병인을 위한 수술용 

마스크 

• 거주인을 위한 천 

마스크 

• 일회용 장갑 

• 소독제 

  
옵션:  신발 커버는 물량이 있을 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작업이 필수인 작업자 및 

방문객에게 사용을 권고합니다.  
 

*N95 밀착도 테스트/강사 교육: 필요한 사항들, 스케줄, 밀착도 테스트 요청, 조정 등에 관련된 문의는 

hiN95fit@gmail.com 으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하와이 비상관리국(HI-EMA) 

ESF7.hiema@hawaii.gov 로 연락하십시오 
 

이 무료 주 PPE 배포 프로그램은 요청 당사자가 신청한 시설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본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PPE 를 사재기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람은 

하와이 주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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