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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

(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간격이 2m 이내일 때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 무리한 경조사 외출이나 종교활동은 자제해주세요.

- 경로당에 가거나 계모임을 하는 것 역시 잠시 미뤄주세요.

둘. 외출 시 아픈 사람 근처에 가지 않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셋.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ex. 공적 마스크 구입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하세요.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1 12 2

3 4 43

5 5 6

※ 마스크로 인해 호흡이 불편하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의사와 상담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하세요.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마스크 착용 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끈만 잡아 벗긴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린 후

재사용 가능합니다.

※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됩니다



개인위생

1.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

손을 씻을 때는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물과 비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손소독제를 이용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개인위생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거나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해 주세요

집안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주세요.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에 신경 써주세요.

(ex. 탁자 위, 손잡이, 전등 스위치, 화장실, 싱크대 등)

2. 집 안에서 지낼 때도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개별 식기와 물컵, 수건을 사용하세요.

증상이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3.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체는 가능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위생

엘리베이터 버튼, 문고리, 난간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만져야 한다면 티슈나 옷 소매로 손가락을 감싸세요.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을 삼가주세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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