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정보

2021 년 4 월 9 일

의무적인 제한 조치
코비드-19 의 확산을 늦추고 보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 공중 보건 조치가 알버타 전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임

재택 근무

실내 모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주가 직원이 직장에 직접

모든 실내 사교 모임은 금지됩니다.
 혼자 사는 개인 및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편부모는 (single parents) 이러한 제한
조치 하에서 방문할 수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재택 근무는 필수입니다.

사업상의 제한 조치
엔터네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계속

야외 모임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 예에는 극장, 카지노, 나이트

모든 야외 사교 모임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클럽 및 박물관이 포함됩니다.. 도서관을 닫아야

거기에는 실내 사교 모임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합니다. 현재적으로 허용된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홀,
컨퍼런스 센터 및 (피트니스 센터,
센
스파 및 아레나와

결혼식 및 장례식

같은)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시설 열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식 리셉션 및 장례식 리셉션은 금지됩니다.
 결혼식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음식 서비스

 장례식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레스토랑, 술집, 바, 라운지 및 카페는 테이크 아웃
(takeout), 도로변 픽업 (curbside
curbside pickup),
pickup 배달 및

예배 장소

야외 파티오 (patio) 식사를 위해 열 수 있는데, 제한

모든 예배 장소에서 대면 예배 참석의 경우 소방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대면 서비스는

코드 점유율의 15%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한 가구의 사람들은 다른 가구와 항상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매 서비스
모든 소매 서비스 및 쇼핑몰은 직원을 제외하고 최대
고객 수용 인원을 소방 코드 점유율의 15%로 줄여야

마스크 착용

합니다.

모든 실내 공공 장소, 직장 및 예배 장소에서 마스크

보건 및 전문 서비스

착용은 필수입니다.

보건 및 전문 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에 한해서
예약을 통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공중 보건 및
부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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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여기에는 치과 의사, 검안사, 치료사
(therapists), 침술사, 변호사 및 회계사가
포함됩니다.
개인 및 웰니스 서비스
개인 및 웰니스 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에 한해서
예약을 통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모든 공중 보건 및
부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실례로 여기에는 헤어 및 네일 살롱, 피부 미용
(esthetic) 서비스 및 마사지 요법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공연, 스포츠 및 신체적인 활동
그룹 공연 레슨, 팀 스포츠 및 피트니스 클래스는
금지됩니다. 일대일 피트니스 훈련은 허용되지만
허용되지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및 대학 스포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활동 (최대 10명의
명의 참가자)이
허용되지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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