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CORÉEN / KOREAN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공공 장소(예: 직장, 대중 교통)에서는 여전히 지역 공중보건당국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지역사회의 위험
수준을 고려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곧 2차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 권
고는 현재의 예방접종 상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계속 상승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수정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추가적인 보호에 도움이 되며, 모
든 환경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을 때 항상 위험이 더 낮습니다.

환경 또는 활동

(모임 관련 지역 지침 및 공중보건조치를 항상 준
수할 것)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야외에서
소규모로 모인 경우

예: 작은 규모의 바비큐 파티, 친구/가족과
캠핑, 호수에서 수영, 포옹하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실내에서
소규모로 모인 경우

예: 소규모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TV
로 스포츠 경기 시청, 포옹하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
접종했거나,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여러 가구의 사람들이 야외에 함께 있는
경우

예: 밀접접촉이 필요한 스포츠, 친구들
모임, 어린이 야외 생일 파티, 야외 결혼식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
접종했거나,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여러 가구의 사람들이 실내에 함께 있는
경우

예: 사적인 축하 또는 기념 행사, 실내 생일
파티, 예배 장소, 헬스 시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 접
종한 사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 조직적인
스포츠 행사, 집에서 열리는 대규모 파티

(즉, 최소 14일 전에 캐나다에서 승인된 백신을 2
차까지 접종 완료)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면 마스크나
물리적 거리두기 불필요

마스크나 물리적 거리두기 불필요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고 더 심각한
질병이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 옆에 가는 것을
고려할 것

마스크나 물리적 거리두기 불필요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참가자
중 더 심각한 질병이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을 고려할 것

마스크나 물리적 거리두기 불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주최자가 시행하는 조치를 따를 것
가능하면 창문과 문을 열어 둘 것

마스크를 착용할 것
실내 또는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서로
가까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주최자가 시행하는 조치를 따를 것
가능하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
지역 공중보건당국의 권고에 의한 안전
조치가 마련된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만
참여를 고려할 것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주최자가 시행하는 조치를 따를 것

본인이 더 심각한 질병이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것
가능하면 창문과 문을 열어 둘 것

본인이 더 심각한 질병이나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것. 위험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고려할 수 있음

모든 사람의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주최자가 시행하는 조치를 따를 것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가리기, 환기 잘 시키기 등의 수칙을 항상 잘 지키십시오.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코로나19일
지도 모르는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