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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행동 메시지 확산 협조요청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가관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
내드리니,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일관된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전
광판 송출, 문자발송 등 가용매체 활용)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메시지
○ 일반국민 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코 · 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 · 임산부 ·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 · 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

관계 기관, 지자체 문자 메시지(안)

① (일반국민)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외출 시 마스크 착용
② (발열, 호흡기 증상자) 코로나19 예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1~2일 경과 관찰,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 따르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20콜센터 또는 1339콜센터 상담
3. 아울러, 향후(2월 25일~28일 사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수칙 콘텐츠
(포스터 등)를 게시 예정이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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