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외국인 관련 안내사항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체류 자격이 없는 (무자격 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055-277-8779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274-8337
경남도청 가족지원과 055-211-5291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확인하기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Gyeongsangnam-do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to Foreign Residents
Guidelines for foreigners

An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status of residence, can get free
examination at a public health center.

Even if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stay (not eligible to stay), if you are being
treated by a medical institution for symptoms related to COVID-19, you will be
deferred without notice to the immigration or foreign office.
If you have any problems about COVID-19, please contact us the following
telephone numbers
1339 or local health center
Gyeongsangnam-do 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055-277-8779)
Gyeongsangnam-d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055-274-8337)
Gyeongsangnam-do Family Support Division(055-211-5291)

10 rules for COVID-19 prevention

1 Wear a mask whenever in an indoor
public space and in crowded outdoor
spaces.

6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sleeve or tissue when coughing or
sneezing.

3 Avoid visiting crowded places with
poor ventilation.

8 A
 void close contact with anyone who has
fever or respiratory illness, 
such as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2 Wash your hands frequently and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more than 30 seconds.

4 Keep your distance 2meters(at least
1meter) apart with others.
5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7 Ventilate regularly and practice
disinfection of frequently touched
surfaces

9 Check yourself for coronavirus symptoms
(fever or respiratory illness) everyday.

10 Avoid unnecessary tra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