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１）감염 방지 대책의 기본 

□사람과 사람 사이에 ２ｍ（최저１ｍ）간격  두기 

□대화할 때는 되도록 마주 보지 않기 

□외출 시나 야외에서 대화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기 어려우면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단, 여름에는 열사병에도 충분히 주의하기) 

□귀가 즉시 손을 씻고 세수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녀온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하고 옷 갈아입기 

□손은 물과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히 씻기（손 소독제 사용도 가능）  

※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중증 위험이 큰 사람과 만날 때는 더욱 철저히 컨디션 관리하기 

감염 방지를 위한 기본 ３원칙：①신체적 거리 확보 ②마스크 착용 ③손 씻기 

행동지침 

□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피하기 

□증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누구와 어디에서 만났는지 메모하고 접촉확인 앱 활용하기 

□지역 감염상황에 주목하기 

이동과 관련된 감염대책 

（２）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생활양식 

（３）일상생활을 위한 상황별 생활양식 

□통신판매 이용하기 

□혼자 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한가한 시간에 하기 

□전자결제를 이용하기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끝내기 

□견본 등의 전시품을 되도록 만지지 않기 

□계산대에 줄을 설 때는 앞뒤로 거리 두기 

□대화는 자제하기 

□붐비는 시간은 피하기 

□도보나 자전거 이용 병행하기 

□공원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기 

□운동이나 요가는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집에서 동영상을 활용하기 

□조깅은 소수 인원으로 하기 

□마주칠 때 거리를 두는 매너 지키기 

□예약제를 이용해서 거리 두기 

□좁은 공간에 장시간 있지 않기 

□노래, 응원은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온라인으로 하기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하기 

□야외에서 즐기기 

□음식은 각자 주문하고 나눠먹지 않기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않기 

□요리에 집중하고 대화는 삼가기 

□술잔이나 컵을 돌려 마시지 않기 

□접촉확인 앱 활용하기 

□발열 또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참가하지 말기 

쇼핑 대중교통 이용 

식사 

오락, 스포츠 등 

이벤트 참가 

(４)새로운 스타일의 업무방식 

□텔레워크와 로테이션 근무하기   □사무실 안에서도 거리 두기   □회의는 온라인으로 하기 

□시차출근으로 거리 두기        □대면 회의 시에는 환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사업자는 관련 기관이 책정한 업종별 「감염 확대 예방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손을 씻고 소독하기   □신체적 거리 확보   □「３밀」 피하기（밀집, 밀접, 밀폐） 

□기침 매너 지키기          □환기 자주 하기（에어컨을 사용해 실내온도는 28℃ 이하로 유지하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운동, 식사, 금연 등 

   적절한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매일 아침 체온측정・건강 체크 하기 

  발열 또는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무리하지 말고 자택에서 요양하기 

야마가타현 새로운 생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