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관련 유용한 자료 
코로나 19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씨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HealthLinkBC 8-1-1에서 사용하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 

목록입니다.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찾은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 8-1-1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비씨 질병통제센터(BCCDC)는 비씨주의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의 출처입니다.  

BCCDC는 건강 증진 및 예방 서비스와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전염병, 만성 

질환, 예방 가능한 부상 및 환경 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BCCDC는 정부 및 

보건 당국에 분석 자료 및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 대중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코로나 19 건강 정보를 찾거나, 코로나 19 자가진단도구를 

사용하려면 BCCD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지역사회 환경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데이터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관리 

 비씨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자가 진단도구 

비씨 정부, 주 차원에서의 코로나 19 지원 

비씨주는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고자 여러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시기 

동안 비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씨 정부의 주요 

서비스, 뉴스 및 업데이트, 교육, 보육, 비즈니스, 여행, 주택 및 월 공과료, 축소된 서비스 외 기타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면  비씨 정부: 코로나 19에 대한 비씨주의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비씨주 코로나 19 업데이트 

보니 헨리 주보건관과 아드리아 딕스 보건 장관은 코로나 19에 대한 비씨 정부의 대응 방법에 

대해 매주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뉴스 채널, 비씨주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거나 비씨 정부 뉴스룸 업데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비씨 정부 뉴스: 코로나 19 

 비씨주 유튜브: 코로나 19 주요 정보 

 비씨 정부 페이스북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mmunity-setting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mmunity-setting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data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data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covid-19-care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covid-19-care
https://bc.thrive.health/
https://bc.thrive.health/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
https://news.gov.bc.ca/Search?q=COVID-19
https://news.gov.bc.ca/Search?q=COVID-19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ER4Sxdn0R5jvMRXJo7tEVE2W_-SFcTC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ER4Sxdn0R5jvMRXJo7tEVE2W_-SFcTC
https://www.facebook.com/BCProvincialGovernment
https://www.facebook.com/BCProvincialGovernment


 
 

고용주 및 사업체 

팬데믹 동안 최대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십시오. WorkSafe BC는 근로자 및 고용주와 협력하여 비씨 주민들의 작업 안전을 

보호합니다. 근로자 및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19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질병통제센터: 고용주 및 사업체 

 WorkSafeBC: 코로나 19 

보건 당국 정보 

현지 보건 당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퍼스트 네이션즈 보건 당국: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 

 프레이저 헬스: 코로나 19 

 인테리어 헬스: 코로나 19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아일랜드 헬스: 코로나 19 

 노던 헬스: 코로나 19 정보 

 벤쿠버 코스탈 헬스: 코로나 19 

병원 방문 지침 

병원 방문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제약 사항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방문 방침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방문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프레이저 헬스 

 인테리어 헬스 

 아일랜드 헬스 

 노던 헬스 

 벤쿠버 코스탈 헬스 

병원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기운을 주십시오.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업데이트를 담당할 가족 구성원을 지정하십시오. 병원 

직원에게 일일 통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employers-businesse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employers-businesses
https://www.worksafebc.com/en/covid-19
https://www.worksafebc.com/en/covid-19
https://www.fnha.ca/what-we-do/communicable-disease-control/coronavirus
https://www.fnha.ca/what-we-do/communicable-disease-control/coronavirus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coronavirus#.XnvHc4c1uUk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coronavirus#.XnvHc4c1uUk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disease-outbreaks/covid-19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disease-outbreaks/covid-19
https://www.islandhealth.ca/learn-about-health/covid-19
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covid-19-information
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covid-19-information
http://www.vch.ca/covid-19
http://www.vch.ca/covid-19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coronavirus/accessing-fraser-health-services/visitor-guidelines#.YFegua9Kg2w
https://www.interiorhealth.ca/health-and-wellness/disease-outbreaks/covid-19/hospital-visitor-information
https://www.islandhealth.ca/patients-visitors/visiting-someone-in-hospital
https://www.northernhealth.ca/newsroom/updated-additional-visitor-restrictions-place-northern-health-facilities
http://www.vch.ca/your-care/hospital-care/visiting-the-hospital
http://www.vch.ca/your-care/hospital-care/visiting-the-hospital


 병원 직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패키지를 배송할 수 있는지,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예: 식물 및 꽃) 

의료서비스계획(MSP) 

의료서비스계획(MSP)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의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씨 

주민의 병원비 및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제공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기타 유료 서비스로는 병원에서 시행되는 치아 및 구강 

수술과 더불어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MSP 및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보험 대기 기간 

 코로나 19에 대한 MSP의 대응 

주보건관의 명령 

보니 헨리 주보건관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가 

비상사태에 처할 경우, 주보건관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모임, 

개인 서비스, 지역 이벤트 알림, 소매 식품 및 식료품점에 대한 공지 등이 포함됩니다. 

주보건관의 주문, 통지, 지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비씨 정부: 주 전역에 내려진 제약 사항 

 비씨 정부: 주보건관 사무소, 현 보건 주제, 명령, 공지 및 지침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질환, 부상 및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합니다. 

PHAC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합니다. 여행 권고안 등 코로나 1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 

 캐나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에 대한 인지를 위한 자료 

 캐나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 코로나 발병 업데이트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여행, 검사 및 국경 

 캐나다 정부: 여행 보건 공지 

트랜스링크(Translink) 

안전한 교통을 위한 몇 가지 팁을 확인하십시오. 

 트랜스링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eligibility-and-enrolment/how-to-enrol/coverage-wait-period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msp-covid-19-response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restrictions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restrictions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urrent-health-topics/covid-19-novel-coronavirus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urrent-health-topics/covid-19-novel-coronavirus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awareness-resources.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awareness-resources.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html
https://travel.gc.ca/travelling/health-safety/travel-health-notices
https://www.translink.ca/rider-guide/coronavirus-precautions#how-to-use-transit-right-now
https://www.translink.ca/rider-guide/coronavirus-precautions#how-to-use-transit-right-now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해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보건 문제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국가별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보건에 대한 표준을 정합니다. 2019-

nCoV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비 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WHO: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 

 WHO: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 팬데믹 

코로나 19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자신, 가족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4일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www.who.int/health-topics/coronavirus#tab=tab_1
https://www.who.int/health-topics/coronavirus#tab=tab_1
https://www.who.int/health-topics/coronavirus#tab=tab_1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https://www.healthlinkbc.ca/coronavirus-disease-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