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COVID 19) 소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COVID-19로 알려진 호흡기 감염의 발병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 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NHBC가 우리의 이웃 주택 / 캠프에서 제공하는 참가자, 직원 및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합니다. 우리는 하우스 / 캠프 운영에 대한 잠재적 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우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은 

항상 이웃 주택과 캠프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건강 시스템은 COVID-19를 포함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급 대응 계획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주 

보건 책임자, 밴쿠버 해안 건강, 프레이저 건강, BC 질병 통제 및 캐나다 공중 보건 국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지식이 

풍부한 출처에서 받은 정보와 권장 사항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BC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53 확인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인에 대한 위험은 계속 낮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추적하고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 주택 및 캠프는 현재 중단없이 지역 사회에 모든 정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모든 주택 / 캠프는 강화 된 청소 및 위생 조치를 구현하고 COVID 19 

정보를 게시하고 참가자와 직원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PHAC가 제공하는 조언에 따라 COVID 19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 적어도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가 입과 코를 팔이나 조직으로 덮어 세균의 확산을 줄여줍니다. 

• 장난감, 전자 제품 및 문 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픈 경우 집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이 진화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이웃 집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 즉시 

알려줄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on COVID-19 ( COVID-1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질병 통제를 위한 BC 센터) 

Office of the Provincial Health Officer BC ( 주 보건 책임자 BC 사무실)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캐나다 공중 보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