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 관련 정보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  
 

 

알버타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 나갈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란?  

• 사회적 거리 두기란,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뜻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자가격리와 다릅니다. 집 안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지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됩니다.  

• 동네나 인근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입니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세요.  

•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는 등 꼭 필요한 용무가 있으면 

외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최소 2m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를 줄이세요.  

 

엘리베이터 이용시  

• 엘리베이터가 혼잡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세요.  

• 기침이 나오면 입과 코를 막고 하세요.  

•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다음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은 2~3명으로 제한하세요.  

•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는, 비누 또는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닦으세요.  

 

식료품 장을 볼 때  

• 가급적 온라인주문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사람이 적은 시간대(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에 

쇼핑하세요.  

• 쇼핑 카트와 바구니 손잡이를 물티슈로 닦고 사용하세요. 

상점에 들어가기 전후에, 비누 또는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닦아 주세요.  

• 가급적 무인계산대를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이용시 

• 기침이 나오면 입과 코를 막고 하세요.  

• 버튼을 누른 다음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다른 탑승객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세요.  

• 내린 다음에는 손을 닦으세요.  

 

소규모 모임에서  

• 가족모임, 친구모임 등은 연기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세요.  

• 집에 노약자 또는 환자가 있다면 모임을 취소하세요. 

고위험군인 가족과는 영상 통화 등으로 소통하고, 

가능한 집 밖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열이나 기침이 난다면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마세요. 

증상이 약하거나 단순 감기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모여야 한다면: 

•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손 세정제를 준비하세요.  

• 모임 전과 후에, 라이솔 또는 기타 살균 물티슈로 자주 

만지게 되는 부분(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변기 레버 

등)을 닦아 주세요.  

• 일회용 접시와 식기를 사용하세요.  

 

식당/카페/푸드코트/술집 등에서  

• 가급적 공공 장소에 나가지 마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 식사나 음주 이전과 이후에 손을 닦으세요.  

• 과자나 샌드위치 등을 손으로 집어 먹지 말고, 

식기를 사용하세요.  

• 다른 손님들과 2m 간격을 유지하세요.  

• 케첩을 따르거나 소금, 후추 등을 집을 때는 냅킨을 사용해서 

하세요.  

• 공용 접시에 있는 땅콩이나 사탕 등을 먹지 마세요.  

• 음식이나 음료를 나눠 먹지 마세요.  

• 가급적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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