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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보건 제한을 해제하는 알버타 
 
2022 년 6 월 13 일 

알버타주는 오미크론 (Omicron) BA.2 물결을 지나고 코비드-19 (COVID-19)로 인한 
입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공중 보건 조치 완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규 입원 비율은 인구 100 만명당 하루 20.7 명의 신규 코비드-19 입원이 있었던 4 월 26 일의 최고점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6 월 9 일 기준으로 신규 입원 비율 주간 평균은 인구 100 만명당 하루 6.6 명이었습니다. 

PCR 검사 양성 및 폐수 감시도 코비드-19 전파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6 월 14 일 오후 11 시 59 분부터 알버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캐치완, 마니토바와 마찬가지로,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의무적인 격리를 종료하는 3 단계로 이동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19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격리가 권장될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 호흡기 바이러스 시즌에 대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감시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급성 치료 급증 수용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단계 – 조치는 6 월 14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 유효합니다. 6 월 15 일 오전 12 시 

기준으로: 

 의무 격리는 권장 사항이 됩니다. 

 대중 교통에서의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다. 

알버타 헬스 서비스 및 계약된 보건 시설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및 기타 모든 조치는 감염 

예방과 통제에 필요한 알버타 헬스 서비스 정책을 통해 유지됩니다. 

지속 치료에 대한 CMOH 명령은 6 월 30 일까지 취소될 예정이지만, 지속 치료 환경에서의 일부 조치는 표준 

및 정책을 통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는 증상이 있는 거주자들의 격리, 발병 프로토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코비드-19 백신 

백신은 알버타가 코비드-19 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근간이 됩니다. 알버타인들은 자격이 되는 모든 접종을 

받도록 권장됩니다. 



Classification: Public 
 

백신은 워크-인을 통해 주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알버타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 또는 

811 이나 참여 약국에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속 검사 

알버타는 계속해서 무료로 신속 검사를 제공합니다. 장소를 찾으려면, alberta.ca/CovidRapidTests 를 

방문하십시오. 신속 검사 키트를 수령하는 데 알버타 의료 카드 (Alberta Health Care)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문의 

스티브 뷰익 (Steve Buick) 
780-288-1735 
보건부 선임 언론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