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

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매니토바의 COVID-19 상황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유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이러
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COVID-19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COVID-19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입니다. 증상은 경증(열, 기침, 두통, 콧물, 인후통 등)
부터 심각한 증상(숨가쁨, 호흡 문제 등)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대상군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만 보이지만 일부는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 세 이상

• 만성 질환자(예: 당뇨병, 심장, 신장 또는 만성 폐 질환자)

•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 (예: 암 환자)

COVID-19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가까이(2미터/6피트)에 있으면 COVID-19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물건이나 표면을 만진 후 입, 눈, 코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표면을 통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성은 낮은 편이며, 손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감염의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손을 닦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로 최소한 15초간 씻으세요. 손의 물기를
완전히 건조하세요. 손에 오염된 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anitoba.ca/covid19

추가적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얼굴을 가리세요. 손을 사용하지 말고 옷소매나 팔꿈치에 대고 가리세요.
• 가급적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집에 머무르세요.

•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집안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공중보건 안내를 따르세요.
• 다음의 상황에서는 손을 씻으세요.

– 방문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 화장실 사용 후

– 조리 전, 조리 중, 조리 후

– 식사 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쓰기 전

• 손을 닦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로 최소한 15초간 씻으세요. 손을 닦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
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장소의 실내에 있을 때나 물리적 거
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 Manitoba.ca/covid19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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