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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강제 보건 조치가 즉시

미디어 문의

시행됩니다.

크리스틴 마이엇 (Christine

확대된 보건 조치는 주 전역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모든 알버타
주민, 비지니스, 단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모든 새로운 건강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최소 4 주 동안
적용됩니다.
“알버타 주는 전염병 초기부터 생명과 생계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코비드-19 에 의한 입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많은
취약한 알버타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 년
초의 백신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알버타 주민들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물며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따름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이슨 케니 (Jason Kenney), 주 수상
“알버타의 확진 케이스 수와 병원 입원은 우리 보건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강제 보건 조치는 우리가 시행했던
것 중 가장 엄격한 조치의 일부이지만, 우리 주의 미래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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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 섄드로 (Tyler Shandro), 보건부 장관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는 코비드-19 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동료, 이웃 및 심지어 낯선 사람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 보건 조치를 따르는 것은 알버타 주민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디나 힌셔 박사 (Dr. Deena Hinshaw),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
새로 확대된 강제 조치에서 사교 모임 및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12 월 8 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12 월 13 일 자정 12 시 1 분부터 시행됩니다.

사교 모임 – 즉시


모든 실내 및 실외 사교 모임 – 공적 및 사적인 – 이 금지됩니다.



가까운 접촉은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됩니다.
o 혼자 사는 사람은 최대 2 명의 가까운 지인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제한
기간 동안 그 2 명의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축제, 퍼레이드, 이벤트, 콘서트, 전시회, 대회, 스포츠 및 공연은 계속 금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 즉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요건은 주 전체로 확대될 것입니다.
o 공공 장소에는 비니지스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직원, 방문객 및 일반 대중에게
적용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o 집 밖의 모든 실내 작업장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o 농장 운영은 제외됩니다.
o 개인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임대 숙소는 제외됩니다.

예배 장소 – 12 월 13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모든 예배 장소는 직접 참석의 경우 화재 규정 점유율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o 가상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권장합니다.
o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떠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는 드라이브-인 예배 (Drive-in
services)는 허용되며 이 경우 수용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물리적인 거리두기 및 기타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매 – 12 월 13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소매업체는 15%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지만, 15%가 5 명 미만의 고객인 경우에는 한번에
5 명의 고객을 매장에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o 도로변 픽업 (Curbside pickup), 배달 및 온라인 서비스가 권장됩니다.



쇼핑몰은 화재 코드 점유율의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폐쇄 – 12 월 13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식당, 펍, 바, 라운지 및 카페는 대면 서비스를 폐쇄합니다.



테이크 아웃, 도로변 픽업 및 배달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카지노, 빙고 홀, 게임 엔터테인먼트 센터, 레이싱 엔터테이먼트 센터, 경마장, 레이스 장소,
볼링장, 당구장, 군단 (legions)및 개인 클럽은 폐쇄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시설 – 피트니스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스파, 체육관, 스튜디오,
주간 캠프 및 오버 나잇 (overnight) 캠프, 실내 링크 및 경기장 – 은 폐쇄됩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허용되지만, 실내 공간이 딸린 시설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이
폐쇄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 및 단체 – 도서관, 사이언스 센터, 정보 안내 센터 (interpretive
centres), 박물관, 갤러리, 놀이 공원 및 물놀이 시설 – 는 폐쇄됩니다.



호텔은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스파, 수영장, 직접적인
대면 식사 금지. 룸 서비스만 가능.



헤어 살롱, 네일 살롱, 마사지, 문신, 피어싱을 포함한 개인 및 웰니스 (wellness) 서비스는
폐쇄됩니다.



물리 치료 또는 침술, 사회 또는 보호 서비스, 취약한 사람을 위한 쉼터, 응급 서비스, 어린이집
및 비영리 커뮤니티 키친 (community kitchens) 또는 자선 키친 (charitable kitchens)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는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택 근무 – 12 월 13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고용주가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물리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의무적인 재택 근무 조치가 시행됩니다.

폐쇄 – 11 월 27 일부터 계속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 및 단체 – 커뮤니티 홀 (community halls) 및 센터, 실내 어린이 놀이
센터 및 실내 놀이터, 극장, 강당, 콘서트 홀 및 커뮤니티 극장, 나이트 클럽, 연회장 및
컨퍼런스 센터, 실내 및 실외 축제, 드라이브-인 (drive-in) 이벤트를 제외한 콘서트, 박람회,
스포츠 이벤트 또는 대회는 폐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