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자!
새로운 생활 양식

어떤 것을 조심하면 될까요?

ࣔݣਊԸΜࢄԙݘԸݡѶ
ۗԸࡈ۟ߣݢлଢଞ͆۟ɺଢؼ

생각해 봅시다!

࣬ॴ˅ࠇࡳהୗ̘ծଙ

목차 생활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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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Ըࡈ۟ߣݢվݘծ६ࡅଙߪҾ୧˒ɹࢎΜ࠾!

ࢎࡳ̤࠾!

ۗԸࡈ۟ߣݢЩխۉԃ˒ʝնծࡧऌଙߪҾʥࡳ࣌ݧଙֱѷ̤࠾!

ؠࡳܕԫۭҿߪࣄؼ

ɹ̤ࢄۭਹܒնԸࢄߛ̘ଙऌ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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ʡࢽࢇѸִॳएֆˈɼ࣐ࢇΟ۴ۢЧ˕ۘжࡶଜࡁ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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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응원해요!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생활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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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던
'당연'한 생활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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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을 씻자!
새로운 생활 양식

2. 마스크를 착용하자!

왜 손을 씻어야 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손을 씻는 거죠?
ਊԸΜԸْਜ਼ؼࡳݣୋଙ̘ଢۭ

ۉԃܓ־җߪࠧࡿૣۼ

̍ն˅ˮΜɹ࣍ࡳʀࠊݡਾऌ߆ѣԹଙ̘ଢۭ

̘ЙࡳરˡଢջПЩ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ࠊΟհଡ̛

새로운 생활 양식

어떤 효과가 있나요?

ࢇԜݛɼ٠߭ЕיʢࡶփऑࡳܘԻҟࡶ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 거죠?
ࢄԙݘВࢌࢄΜਊծଢۭҗߪࠧ࠾

փएִʃࠍѸ߭ࡁ

ϻࡿࢷտࡳଢۭѣҗߪࠝɹЙࢄ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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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다 해서 고대 그리스어로
ऎ

̛ࢇΟࢢॹ̛ҟࡶଟҶΟࠟٸֆ߾ܖЕ

یࡋش
ԆѦ
ࢇɼ
ۘ

ᩨⴜႰ"

δۚΟࢇૡࠪܕЬծЬ

Ь


왕관을 의미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ࢇԜݛɼ૦ଡѸ߭ЕіࢇձଥʃࠍѸए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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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ࡵࢉقʃࠍѸए߉ߑЬ ˈۢɽଥѦࢇࡵݨیԜݛձएТˈЕˁࡉɼ߭ࡁ
ʃࠍѸшԂѦݨଞऎۘࢇΟΟए߉ʠΟऎۘࢇɼࡋشˁࡉɼЕʠएࡁ
ऎۘࢇΟΟए߉ʠΟऎۘࢇɼیࡋشԆࡳԻٕਫ਼ѦࢇԜݛЕʃࠍѹзТЬ
ࠊҟࢇ߷шԂѦࠆԜٗࡵࢇԜ߾ݛʃࠍѸ߹ࡶएѦֻծЕʠ߾ࡁ
̐ԜТ̧ࢇԜݛձ࣯ࡢیԆҚ߾ʯ̛ࠢए߉ѦԼଜ̛ࡢଥˈ߃ࡶܘցݛձ९ࡈଥߞଥࡁएցࡁۿ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վݘծ६ࡅଙ˅ࢎࡳҳࠧଙ˅ࢎऌ
߆ࡳҳВߪҾ५ࢄɹࢎВऌॵ߂ݡقЩ

손을 깨끗히 씻는 방법과 그 이유
어째서 손톱 밑이나 손목까지 깨끗이 씻어야 하죠?
비누로 씻어요
손목도 씻어요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도 씻어요
ܘ˕ܘɼԃણۚܘɼԃ˕
ܘɼԃ߾ࢇیѦࢇԜݛЕ
ܾ߭߭ࡁ

վݘծ
ޮ˅ࢎࡰֱ
ࢄԢʬЩի
ऌ࠾

20초 정도
깨끗이 씻어요

ҰࢇքࢇΟЕ߾ּܘЕшԜࡋ
֠एΟࢇԜݛɼࢇݸЕ
ˁࡉɼ߭ࡁएֆˈ
͗߃ࡳࡁۿ



࢈ܺଥएִо߃̛ࡁࡓݍ
ۢࢊଜϠԎࢽءѦࢂ
ݤɾࡶࢽଥ۰߃ѦԼଥࡁ

ଜएփοהʡࢽࢇѶ۰˃ܘܖփ߃ˈࡳִ߅הʨѦଟܹ߷ʯѸʵ࣫
̐ξࠝԎ˃߃ܖЕЬˈࣚࡵʨࡵ߅Т߾ࡁ
࠳߃Еʢए ձࢇଥଜˈଞɼएଞɼएձ͛͛ଜˈࢽଜʯଜЕʨࢇࣸࡁଥ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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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을 해서 날아간 바이러스는 계속 공기 중을 떠다니고 있을까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나온 비말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ଜएփٸࡵݨیֆଜΟଜΟɼהʧ̛Ҷ߾חоٕٗࢂˁࡉࢇԜݛɼ˓̛ࣸࡶҿЬТЕݤɾࡵडˈΤ߅ɼЕ
ʠչѦडзТЬ̛ɼ਼ٸֆࢇԂִ̐оԻࡳԻӂ߭एएփɼٸࡋشֆࢂˁࡉЕֹݤɾѰ߇ࢇΟҿЬТЕ
ˁࡉѦЬˈଥࡁ̐ԥ̛Ҷٸ߾חֆࢇѦбଟࢽѦԻɼ̧ࢇ۰ЬհیԆ˕ࢇߞ̛ձଟҶЕ۰Իցݛձ

손을 씻고 나면 물로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닦자!
ࣗࢇܹʢࡳԻЮЕʨѦࣚ߅ࡁ
ܹܘʢࡳԻЮࡶҶЕ˱ࠪଡ͉
ࡈیଜए߉ѦԼଥ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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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소독도 효과가 있어요.

९ࡈଜЕʨࢇࣸࡁଢТЬ

ࢇԜݛɼܾ߭Еւࡶ̳ӮԮ̛࣯
Ҷۿࡁ߾ࢇחଞΰࡈࡵ шۿߊˈ
یࡵݮԆࡶࡢଞ4 $ ߾۰ߊԮ࣯ˈ
ࡳТ̧ࢋ߭ࡁۿؿ

Ӗ̛ࡶଥΟࠟࢇԜݛЕ˓̛ࣸ߾ࠝԎ֞הձܹ߷зТЬଜएփיʢ߾бԂ٠ࡳִ
̟ʯЕֲѰ߇ࢇΟʃࠍԯࡶɼएˈЕˁࡉɼ߭ࡁ̐ԜଞࢇԜݛɼ٠ࡵיʢࡶ
ࢉقѦֻծЕ߾ࢇیփएʯѸЕˁࡉѦएࡁ̐Ԏ۰̳ࡶܘΔࢇ߃Еʨࢇࣸࡁଢ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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