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이다.

<지인이 감염?> 그땐 어떻게 하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비～

지인이 감염됐다！나의 감염 가능성은?

감염 가능성 낮습니다.

令和 年 月 日① 감염자의 발병 시점은?

令和 年 月 日③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후（또는 같은 날）이다.

② ①의 ２일 전 날짜는？ 令和 年 月 日

※무증상인 경우, 검사받은 날

이 날이
중요！

예

행동을 자제합시다.

①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방문 전에 전화로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검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 홋카이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건강 상담 센타
📞0120-501-507 （24시간）

・ 가까운 의료・검사 기관

증상이 있는 경우…… ※자택 대기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된 경우도 포함

홋카이도

・접촉 후 일정 기간（약 ５일간）
외출자제

아니오

감염가능성이 낮지더라도
행동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접촉 후 약 7일 동안은 아래와
같은 행동은 삼갑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고령자・기초질환이
있는 자 등）과의 접촉

‣ 고위험 시설（의료기관, 고령자시설 등）에
출입 자제

‣ 불특정 다수와의 회식
‣ 대규모 행사 참가

・스스로 건강체크, 감염방지대책 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접촉했다면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없이, 손 닿을 만한 거리（１ｍ정도）에서 15분 이상 대화했다.
예）대화하면서 식사나 간식을 같이 먹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 등

③의 날짜는 ②보다 전인가?
후（또는 같은 날）인가？

▶ 식료품등의쇼핑등과같은부득이한외출은
필요최소한으로하고외출시에는인파를피해
단시간에끝냅시다.  또한, 「마스크착용」과「손
소독철저」를당부드립니다.

▶ 7일경과시까지는검온등스스로건강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더불어고위험자와의접촉및
고위험시설에대한불요불급한방문, 감염위험이
높은장소이용이나회식등을피하고마스크를
착용하는등의감염대책을부탁드립니다.

진료・검사의료기관
홋카이도 홈페이지



코로나19는 언제, 누가, 어디에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지인

등 가까운 분이 감염되더라도 본인은 옮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안내지는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한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Q1 지인이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한 경우

A1 다음의 항목을 감염자에게 확인하세요. 

◆ 감염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 검사일 ✓ 발병한(증상이 나온) 날

✓ 발병하기 ２일 전부터 함께 행동한 날을 확인한다.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사일 2일 전부터

◆ 감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 본인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다.

Q3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A3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합시다. 감염이 되면 외출자제 등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매 순간 감염대책을 준수해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적극적으로 환기할 것 2. 손 세정・손 소독

3. 마스크는 바르게 착용 4. 친구 등과의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

5. 몸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을 것.

6. 식사, 간식, 양치 등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비말 감염에 주의

7. 눈과 코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말 것. 

Q2 감염 가능성 여부란？

A2 다음과 같은 상황을 참고하세요. 

◆ 감염자와 감염가능기간 중 （발병하기 ２일 전부터 입원이나 자택 대기가 시작된 기간）에

마스크를 하지 않고（턱스크） 대화를 한 경우

◆ 기준은 <대면 대화>, 거리는 <１미터 이내>, 시간은 <15분 이상>입니다. 

◆ 기타 <기침이나 재채기> <환기를 하지 않음> <큰 소리를 냄>의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참고： 국립감염증연구소
https://www.niid.go.jp/niid/ja/diseases/ka/corona-virus/2019-ncov/2484-idsc/9357-2019-ncov-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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