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으로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도입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감소했습니다만 또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 양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는 자신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예
（1）각각의 기본적 감염대책
감염방지의 3 기본：①사람과 사람과의 거리확보 ②마스크를 착용 ③손을 씻는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되도록 2 미터(적어도 1 미터)사이를 둔다.
・놀러 가려면 실내보다 실외를 선택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정면을 피한다.
・외출 때, 실내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눌 때는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
・집에 돌아오면 우선 손과 얼굴을 씻는다. 가능하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 샤워를 한다.
・손을 씻는 시간은 30 초 정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잘 씻는다.(손소독 약 사용도 좋다)
※고령자나 병이 있는 사람과 접할 때는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동에 관한 감염대책
・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이동,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의 이동은 되도록
삼가한다.
・귀성이나 여행은 되도록 삼가. 출장은 반드시 가야할 때만.
・코로나에 감염했을 때를 대비 누구와 어디서 만났나를 메모한다.
・지역의 감염상황에 주의한다.

（2）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본적 생활 양식
・자주 손을 씨는다. ・손을 소독・기침을 할 때는 주변을 신경쓴다.
・자주 환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둔다

・3 가지의 밀집을 피한다（밀집,밀접,밀폐）

・매일 아침 체온을 측정 건강체크, 열이나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쉰다.

외출 삼가

밀집 피함

밀접 피함

밀폐 피함

환기하기

기침 매너

손 씻기

（3）일상생활의 각각의 장소에서의 생활 양식
쇼핑
・온라인 쇼핑도 이용한다.

・혼자 또는 소수 인원으로 사람이 적은 시간에.

・전자결재를 이용

・구입 할 물건을 정하고 재빨리 마친다.

・샘플 등 전시품을 만지지 않는다.

・계산대에 줄 서기는 거리를 둔다.

오락, 스포츠 등
・공원은 사람이 적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 ・근육 운동이나 요가는 집에서 동영상을 이용.
・조깅은 소수 인원으로.

・사람과 엇갈릴 때는 거리를 두는 매너.

・예약제를 이용해 밀집을 피한다.

・좁은 방에서 장시간은 피한다.

・노래하거나 응원은 거리를 두거나 온라인으로.
공공교통기관 이용
・대화는 되도록 삼가.

・혼잡한 시간대는 되도록 피한다.

・걷거나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한다.
식사
・가지고 가거나 주문 배달도 이용한다.

・밖에서 기분 좋게 먹는다.

・요리는 공유하지 않고 개개인 주문.

・정면이 아닌 옆에 나란히 앉는다.

・식사에 집중하고 대화는 적게.

・술을 따르거나 돌려가며 마시기는 피한다.

관혼상제 등 친족행사
・많은 인원으로 회식은 되도록 삼가.

・열과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가를 삼가.

（4）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스타일
・재택근무 및 순환 근무

・시간을 나누어 출근하기.

・사무실은 소수인원으로 넓게 사용.

・회의는 온라인으로.

・명함 교환은 온라인으로.

・대면 협의는 환기 및 마스크.

열사병을 막기 위한 행동
「새로운 생활 양식」에서의 열사병을 막기 위한 행동 포인트
１．더위를 피한다.
환풍기, 에어컨 등을 사용해 환기와 온도 조절을 한다.
시원한 복장을 하고 더운 날이나 시간대는 무리하지 않는다.
２．타이밍을 보고 마스크를 벗는다.
기온, 습도가 높을 때 마스크 착용을 주의 바랍니다.
옥외에서 사람과의 거리가 확보되면 마스크를 떼고, 착용 때는 힘든 작업 등은 피한다.
３．자주 수분을 섭취한다.
목이 마르기전에 수분을 섭취.
하루에 1.2 리터가 기준,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 보급도 한다.
４．평소 건강관리를 한다.
평소부터 체온 측정 등을 하고 컨디션이 나쁘다고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쉰다.
５．더위에 대비해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수분 섭취를 잊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한다.
「조금 더운 환경」에서「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운동을 매일 30 분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