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모든 알버타 주민에 대한 코비드 지원 확대
2021 년 2 월 1 일 미디어 문의

이제 모든 알버타 주민들은 코비드-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자가 격리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 이전에는 에드먼튼과 캘거리의 알버타 주민들만이
지정된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끝마쳤을 때 $625 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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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호 구역 (reserve) 안팎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First Nations

시정 및 교통부, 언론 사무관

individuals)과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할 수 없는 메티스 정착지

(Press Secretary, Municipal
Affairs and Transportation)

(Metis Settlements)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알버타
주민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셉 다우 (Joseph Dow)
780-983-8714

알버타 헬스 서비스 (Alberta Health Services)의 추천에 따라 격리를

원주민 관계부, 언론 사무관

해야 하지만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할 수 없는 알버타 주민들은

(Press Secretary, Indigenous
Relations)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과 기타 지원을 갖춘 무료 호텔 객실에서 최대
14 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코비드 케어 팀 (COVID Care Teams)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현장 지원 및 개입 (interventions)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에는 마스크, 살균제 및 여러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담은 케어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코비드-19 평가 및 검사 시설로의 안전한
교통편도 제공됩니다.
“오늘의 확대 조치는 코비드 케어 팀의 효과적인 지원 활동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입, 거주하는 지역 사회 또는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모든 알버타 주민들은 코비드-19 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산을 줄인다는 것은 생명과 생계를
모두 보호하면서 알버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뤽 맥아이버 (Ric McIver), 시정부 장관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원주민 및 메티스 정착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격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복되는 동안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뤽 윌슨 (Rick Wilson), 원주민 관계부 장관 (Minister of Indigenous Relations)
“코비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는 이런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출신으로서, 우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 알버타
주에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 자신들의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샘슨 크뤼 네이션
(Samson Cree Nation) 및 다른 모든 원주민 지역 사회에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벌논 새들백 추장 (Chief Vernon Saddleback), 샘슨 크뤼 네이션
알버타 주 정부는 상승 곡선을 꺾고 스몰 비지니스를 유지시키고 알버타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조치를 통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코비드-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코비드-19 확산 수준이 특히 높은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으로서, 코비드
케어 프로그램이 2020 년 12 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또한 번역된 자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확대된 접근을 통해,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는 알버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중 보건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아웃리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o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과 웹 플랫폼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광고를 통해
10 개의 언어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12 월 15 일 코비드 케어 팀과 아웃리치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850 명 이상의 알버자 주민들이
자가 격리를 위해 호텔 숙박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