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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지역 사회 주민 여러분께,

코로나19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OC Health Care Agency(HCA)에서는 무료 검사 기회를 
상당히 늘렸습니다(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 사회 일부에서). 

하지만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 전파를 늦추기 위해 자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HCA에서는 이번 달 
모두에게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파 늦추기” 광고 
및 지역 사회 봉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얼굴. 손. 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세요” 캠페인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6피트 간격 유지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모범 사례는 이 툴킷의 자료에서 다룹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족 구성원, 이웃, 친구 및 팔로워에게 전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장 취약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 귀하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첨부된 툴킷에서 예방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 및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에게 중점을 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툴킷은 영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다국어로 된 전단 및 영상을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이나 그룹에 이야기하기 위한 스크립트
·     복사 및 붙여넣어 소식지나 이메일 블라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단락
·     인쇄 또는 다운로드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단
·     수정하여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에서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포스트

이렇게 중요한 공공 인식 캠페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카운티 모든 주민이 힘을 모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 전파를 늦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layton Chau, M.D. Ph.D.
Clayton Chau, 의사, 의학 박사
OC Health Care Agency 기관 책임자 및 보건 담당자

https://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스크립트 

(편이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_______________님 

저는(또는 소속 조직명) ________________(에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나 
주위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또는 전화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및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플 때는 집에 머무릅니다
·     공공장소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다른 사람과 6피트(약 2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표면을 세척 및 소독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큰 가구에 거주하거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의 행동 팁 등이 포함된 여러 언어로 된 전단, 영상 및 더 
자세한 정보는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늦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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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사본

_______________ (조직명)(은)는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도록 장려하기 위한 OC Health Care 
Agency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및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플 때는 집에 머무릅니다
·      공공장소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다른 사람과 6피트(약 2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표면을 세척 및 소독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큰 가구에 거주하거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의 행동 팁 등이 포함된 여러 언어로 된 전단, 영상 및 더 
자세한 정보는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늦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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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다음 전단을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KOREAN
·      COVID-19 안면 가리개 착용법
·      집과 직장에서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세요
·      확산을 늦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가까운 지인에게 말하기
·      자택 격리 지침
·      코로나19 위험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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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ronavirus.egovoc.com/sites/virus/files/2020-07/KO_COVID-19_How_To_Wear_A_Face_Covering_LR.pdf
https://coronavirus.egovoc.com/sites/virus/files/2020-07/Protect%20Yourself%20%26%20Those%20Around%20You%20KOREAN%202020-06-10.pdf
https://coronavirus.egovoc.com/sites/virus/files/2020-07/Help%20Slow%20the%20Spread%20-%20Telling%20Close%20Contacts%202020-07-10-Korean%20.pdf
https://coronavirus.egovoc.com/sites/virus/files/2020-07/Quarantine_at_Home_Guidelines_2020-07-15_KOREAN.pdf
https://coronavirus.egovoc.com/sites/virus/files/2020-07/Higher_Risk_for_COVID_Flyer_KOREAN_Final_2020-07-06.pdf


소셜 미디어 포스트

확산을 늦추기

FACEBOOK：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다른 사람과 6피트(약 2미터)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에 방문하여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본 
팁을 알아보거나 (800) 564-8448번으로 전화하여 바이러스, 검사 장소 등에 대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OCCOVID19 #Face #Hands #Feet #protecteachother

INSTAGRAM：
#Slowthespread of #COVID19.請造訪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瞭解如何保持安
全。#OCCOVID19 #Face #Hands #Feet 

TWITTER：
@Ochealth는 모두에게 자신의 몫을 하고, #protecteachother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다른 사람과 6피트(약 2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를 방문하십시오. #OCCOVID19 #Face #Hands #Fee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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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포스트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FACEBOOK：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에 머물러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의 행동 지침에 대한 정보를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 에서 여러 언어로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십시오. #OCCOVID19 
#Face #Hands #Feet #Quarantine #StayHome

INSTAGRAM：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Slowthespread(전파 예방)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www.ochealthinfo.com/protecteachother를 방문하십시오. #OCCOVID19 #Face #Hands #Feet 
#Quarantine #StayHome

TWITTER：
@Ochealth는 #slowthespread(전파 예방)를 위해 모두에게 자신의 몫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www.ochealthinfo.com/
protecteachother에서 확인하십시오. #OCCOVID19 #Face #Hands #Feet  #Quarantine #Stay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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