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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귀하가 지역 당국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자가 격리 요청을 받았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조치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를 접목하고 시행하십시오. 

1) 학습 2) 행동 3) 도움 

1) 학습  

❑ 코로나19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십시오.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 국제적십자사(IFRC) 및 지역 접식자사 또는 적신월사 웹사이트 또는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틱톡)에서 최신 정보를 공유 중입니다. 왓츠앱(WhatsApp)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프의 코로나

19 정보 챗봇을 이용하십시오.   

❑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와 검증된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사람들은 수많은 출처를 통해 정보를 

습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식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소문과 잘못된 정보는 사람들이 예방 조처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채널은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출처는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위원회, 적십사자 및 적신월사입니다.  

✔ 이 정보는 처음 언제 게시 또는 공유되었는가? 종종 오래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합니다. 

✔ 검증된 정보와 질문에 개방적인 자세로 오해에 대응합니다.   

 

◻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 두십시오. 코로나19는 노인과 이미 아픈 사람이나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아프고 격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아두십시오(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who.int/teams/risk-communication
https://www.unicef.org/coronavirus/covid-19
https://www.unicef.org/coronavirus/covid-19
https://media.ifrc.org/ifrc/emergency/global-covid-19/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who-health-alert-brings-covid-19-facts-to-billions-via-whatsapp
https://urepo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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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 

❑ 코로나19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아 

두십시오.  

✔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올바르게 씻고,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십시오. 

✔ 악수 및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신체 접촉이 필요 없는 새로운 인사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 일반 가정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청결한 가정환경을 

유지하십시오.  

✔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 발열 또는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몸이 편치 않을 경우 집에 머무르고,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과 최소 1미터 거리를 두고 공공장소를 피하십시오.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 이 정보를 이웃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 보건 당국의 권고사항을 인쇄하고 공공장소 관리인에게 인쇄물을 부착을 부탁하십시오. 

❑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안을 계획하십시오. 

✔ 기초 생필품에 대한 계획을 짜십시오. 집에 머무르거나 격리를 권고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1~2

주일 분량의 음식, 물, 의약품을 확보하십시오. 돈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 외출할 수 없는 

경우 물이나 식료품을 대신 구입해줄 사람을 알아두십시오. 지역 지원 단체에(예를 들어, 

국가에서 조직한 단체,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문의합니다.  

✔ 여행 제한이나 폐업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십시오. 이러한 영향을 

해결할 방법을 계획하십시오. 

✔ 특히 혼자 사는 경우, 통화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계속 연락하십시오. 

✔ 연락 상대가 전화기가 없다면, 그들의 이웃이나 지역사회 봉사자를 통해 연락을 취하십시오. 

✔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경우, 아플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 돌보아줄 방법을 

계획하십시오. 

아래에 나열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은 여러분과 가족 구성원이 아플 경우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아래 권고 사항은 본 문서에 권장하는 손 씻기, 재채기, 기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 

추가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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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함께 있는 

사람: 

 

- 가족 구성원과 분리된 방에 머무르거나 같은 방에 머물러야 할 경우 가림막을 

사용하십시오. 

- 가족 구성원과 최소 1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같은 방에 있을 경우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뒤, 문 손잡이, 수도꼭지, 세면대 등 표면을 꼼꼼히 청소하십시오

. 

- 각자 지정된 그릇, 컵, 식기를 사용하고, 서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 수건과 침구를 각자 지정하여 사용하고 가능한 한 빨래는 따로 하십시오. 

-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간병인: 

 

가벼운 증상을 

동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C

oV) 의심 환자를 

위한 자택 치료 및 

접촉 관리 방법을 

따르십시오.   

- 의심 환자와 같은 방에 머무를 때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착용 중에 

마스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사용한 마스크는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환자나 그 주변 물품과 어떤 경로든 접촉한 경우, 요리 전후, 식사 전, 화장실을 사용한 

후 비누나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십시오. 

- 환자가 사용한 접시, 컵, 식기를 세제와 물 또는 식기 세척기로 세척하십시오. 

- 환자가 사용한 수건, 침구를 가능한 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것과 구분하여 세제와 

물이나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십시오. 

- 일부 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를 들어, 주방 조리대, 식탁 위, 문 

손잡이, 계단 난간, 욕실 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주전자 및 침대 옆 탁자)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의심 환자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는 이중으로 싸서 버리십시오. 

-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할 경우, 국가 지정 상담소, 건강 관리 시설 

또는 병원에 전화하십시오. 

다른 가족 구성원: 

 

- 침구, 수건, 손수건, 컵, 유리 잔 및 식기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호흡 곤란을 

호소할 경우, 곧바로 코로나19 긴급 상담소, 건강 관리 시설 또는 병원에 전화하십시오. 

- 감염된 환자와 입맞춤이나 포옹을 포함한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밀접한 접촉이 

필요 없는 애정 표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가능하다면 본인의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십시오. 

3) 도움 

지역 주민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십시오.  특별히 주의할 사항: 

❑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 친구와 이웃, 또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이런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앓는 사람 중 40%

는 경증이거나(발열, 피로감 그리고 마른기침 등) 증상이 없지만 일부 사람은 호흡 곤란, 

콧물, 통증, 인후염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20%)는 더 심한 증상을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home-care-for-patients-with-suspected-novel-coronavirus-(ncov)-infection-presenting-with-mild-symptoms-and-management-of-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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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증상이 폐렴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폐 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 쉽게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고, 입원 시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 환자는 코로나19 경증이며, 발열, 피로감, 마른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일부 환자는 호흡곤란, 콧물, 통증, 인후염 등 증상을 보입니다. 일부 환자는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증상이 폐렴이나 호흡곤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기저 질환(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폐 

질환)을 가진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분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우선 염려하는 바와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십시오. 코로나19에 관해 이미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 만약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학습'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  필요 사항에 대한 조언을 따르고, 쇼핑같은 일상적인 일에 도움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집에 머물고 공공장소를 피할 것을 권유하십시오. 

✔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19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했다면 직접 방문하지 마십시오

. 통화나 온라인으로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1~2주 정도 필요한 정기 복용약을 구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정폭력 지원단체에 연락하여 해당 단체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겐 집이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소속된 지역사회가 집에 머무르도록 권장된 

경우, 일부 가정에서 가정폭력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 모범 코로나19 예방 행동. 다른 사람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신, 특정 

권고사항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논의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 이웃과 지역 봉사 단체를 조직하여1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대응하십시오. 만약 

이동 제한이 있다면, 사람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왓츠앱 등을 이용). 

지역 주민들 가운데 어떤 기술과 자원이 가능한 지 확인하십시오. 긴급 상황에 대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확인하고 팀원이 해당 이웃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어떤 

자원봉사자 보호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십시오. 지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지부에 연락하여 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십시오.  

 

1 뉴질랜드 적십자사 'Good and Ready' 프로그램 안내 예시입니다.https://www.redcross.org.nz/documents/217/NZRC_Good_and_Ready_Members_Gu

ide.pdf  

https://www.redcross.org.nz/documents/217/NZRC_Good_and_Ready_Members_Guide.pdf
https://www.redcross.org.nz/documents/217/NZRC_Good_and_Ready_Members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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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보호하십시오.  

◻ 국가 및 지역 교육 당국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비상 계획을 알아보십시오. 학교용 최신 

안내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코로나19 최신 정보와 학교 계획에 대해 다른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면, 자녀가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 지역 학교가 휴교했다면 가족을 위한 계획을 짜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팁과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체를 보호하십시오.  

◻ 고용주, 당국, 세계보건기구의 가능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은https://www.who

.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getting-workplace-ready-for-covid-19.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응책과 업무 유지 또는 조정 방안에 관한 계획을 

갱신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 아플 때의 대처법을 포함시키십시오. 아틀라스(Atlas) 

어플리케이션은 소규모 기업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합니다. Atlas 앱 개요¦ 

iOS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직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드십시오. 직원과 손님에게 규칙적이고 철저한 손씻기를 

독려하십시오. 픽업이나 배달 등 대체 방식을 포함하여 직원과 손님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위험 

노출을 줄이십시오. 함께 일하는 협력 업체들과 대화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직원, 공급업체, 고객에게 직장에서 취하고 있는 예방 조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에 

설명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하십시오.  

◻ 여행 제한이나 폐업이 직장 또는 행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상 또는 

원격으로 만나거나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최신 여행 조언 정보를 이용하십시오. 

◻ 만일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했다면 출근하지 마십시오. 

  

https://www.unicef.org/media/65716/file/Key%20Messages%20and%20Actions%20for%20COVID-19%20Prevention%20and%20Control%20in%20Schools_March%202020.pdf
https://www.unicef.org/media/65716/file/Key%20Messages%20and%20Actions%20for%20COVID-19%20Prevention%20and%20Control%20in%20Schools_March%202020.pdf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getting-workplace-ready-for-covid-19.pdf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getting-workplace-ready-for-covid-19.pdf
https://eur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reparecenter.org%2Factivities%2Fatlas-ready-business&data=02%7C01%7Ctiina.turunen%40undp.org%7C00a4957e38644da4d26d08d7c01796e2%7Cb3e5db5e2944483799f57488ace54319%7C0%7C1%7C637189079862128060&sdata=Bj0v0dcgoyGQjrXSYu2sgrM77%2BkCN8%2B9BBJkngNHkIw%3D&reserved=0
https://eur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apple.com%2Fus%2Fapp%2Fatlas-ready-for-business%2Fid1258641292&data=02%7C01%7Ctiina.turunen%40undp.org%7C00a4957e38644da4d26d08d7c01796e2%7Cb3e5db5e2944483799f57488ace54319%7C0%7C1%7C637189079862138057&sdata=kxmbacbRjwTndFPaOSrX48DK5tUG2lyz%2FvSVV%2Brpaso%3D&reserved=0
https://eur03.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com.cube.gdpc.rfb%26hl%3Den&data=02%7C01%7Ctiina.turunen%40undp.org%7C00a4957e38644da4d26d08d7c01796e2%7Cb3e5db5e2944483799f57488ace54319%7C0%7C1%7C637189079862138057&sdata=eVwPqWTyic6UZh8%2FwFBRH0XZwsj4QL1Fij3qAF%2F4ImE%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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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편지를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공유하십시오. 

안전하게 지내시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2.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싶어하는 이웃들로 이루어 진 소규모 모임입니다. 

집에 있고, 외출할 수 없는 분(아프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하거나, 보살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등)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입니다. (도로명 

주소나 동네 이름) 

 제 전화 번호 및 이메일은....................................................입니다.  

(연락처를 기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문자, 전화, 왓츠앱 등) 

저는…………………………………………………………………………………(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 

저나 소모임 회원은 다음 사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료품 장보기 긴급 물품 구입 

안부 전화  편지 발송 

쓰레기 치우기   

 

전화나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무료). 

이웃을 돕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명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본인 정보를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2 *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viralkindness를 검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