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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자가격리 지침 
 

 
 

 

의료기관의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 

관련 질문이 있거나 발현 증세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혹은 Telehealth (1-877-797-0000), 또는 

관할 공중보건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외출 자제하기 

 대중교통, 택시 또는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을 삼가하십시오. 

 직장, 학교 또는 그 외 공공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의료기관이나 공중보건 부서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줄 것입니다.  

자가격리 장소의 방문자 제한 

 필수적인 방문자만 방문히고 방문시간은 짧게 

 노인이나 및 만성 질환(예: 당뇨병, 폐 질환, 면역 결핍)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타인과 접촉 자제 

 별도의 방에 머무르며 집안의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있고 

가능한 개별 욕실을 사용하십시오.  

 함께 사용하는 방의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예: 창문 열기). 

 

타인과의 거리 확보하기 

 타인과 방에 함께 있는 경우,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와 입을 덮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방에 함께 있는 타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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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과 재채기 시 입가리기 

 기침이나 재채기 시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팔꿈치나 윗소매로 가리고, 직접 손에 기침을 하지 마십시오. 

 사용한 티슈는 비닐이 씌어져 있는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으십시오. 

비닐 봉지로 휴지통을 처리하면 더 쉽고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비운 후 손을 씻으십시오. 

공중 보건소 연락처 

Wellington-Dufferin-Guelph 

Public Health 

1-800-265-7293 x7006 

 

 

자주 손씻기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종이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인이 사용한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물과 비누가 없을 시,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입과 코 위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 날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타인과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COVID-19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에 

의해 생성된 조그만 물방울을 통해 퍼지며, 함께 거주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퍼집니다. 

 

온타리오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ontario.ca/coronavirus 

 

바이러스 관련 정보 

이 문서는 2020 년 2 월 14 일에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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