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기간 중의 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는 모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하기

• 거주 공간 꾸미기

•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가상 모임
주최하기

•  전통적인 음식을 준비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제공하기

•  휴가 주제의 영화나 TV
프로그램보기

•  야외에서 지역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저녁식사 주최하기

• 야외 모임 참석하기

•  물건을 만지기 전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과수원 및 나무
농장방문하기

• 야외 행진 또는 영화의 밤 보내기

•  전통적인 찬송가 부르기 또는
기타 집집마다 다니는 활동들

•  사람들이 붐비는 실내 모임
참석하기

•  같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건초
더미 타기

•  모임 또는 행사 때문에 지역사회
밖으로 이동하기

저 위험 활동들

중간 위험 활동들

고 위험 활동들

코로나-19
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모든고 
위험활동을 피하고 
중간위험활동을 할 때도 
신중할것을권장합니다.

다음 모든 활동들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www.AustinTexas.gov/COVID19

KOREAN



코로나-19 기간 중의 휴가
이번 휴가철에는 가상으로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여전히 예전처럼 모이기로 한다면, 오스틴 공중 보건 기구 
지침을 따라 안전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www.AustinTexas.gov/COVID19

다음에 해당되면 대면 행사에 참석하지 마세요:

•  최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음

• 코로나-19증상이 있음

•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었을 수 있음

•  또는, 가족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음

안전 지침:
•  야외 활동이 실내 활동보다 

안전합니다-사람이 붐비고, 
환기가 잘 안 되며, 사방이 꽉 
막혀있는 실내 장소를 피하세요.

•  자신 또는 타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물품을 
지참하세요. (예: 여분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  모임 14일 전부터 가족 구성원 외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들 고려하세요.

•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세요. (예:포옹 및 악수)

•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물리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세요.

•  특히 마스크 착용 또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못할 때 노래 
부르기, 외침 또는 소리 지르기를 
삼가세요.

•  자주 만지는 표면 및 공유되는 
모든 물품을 사용 전후로 세척 및 
소독하세요. 

모임으로 인해 다른 감염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독감 백신을 
접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