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지키며 축제를 즐기세요!
더욱 안전한 연말 시즌을 위한 팁

연말 시즌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고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면서 축제를 즐기세요: 여행하지 마세요(집에서 즐기는 연말의 재발견!), 연말 파티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지 마세요(대신 가상 파티를 즐기세요), 집단으로 모이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과만 연말을
즐기세요(적은 인원일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연말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기념 방법과 상관없이
다음의 4가지 핵심
조치를 항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한 연말 활동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몸이
좋지 않을 때.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COVID-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또는 최근 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자택에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장식을 해보세요. 나무, 메노라, 끼나라, 화환 또는 조명 등의 장식으로
꾸며보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식으로 꾸며진 이웃집이나 가게를 구경하며
즐기세요. 몸을 데우기 위해 잠시 카페에 들러 코코아 또는 사과주를 즐기세요.

서로 거리를 유지하세요:
타인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지키십시오.
연말 파티 또는 기타
모임, 특히 실내 모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얼굴 커버를 착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COVID-19
에 감염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가리시기
바랍니다.

• 가상 파티를 개최하세요. 동영상 디너 파티를 통해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연말을
기념하세요. 가상 새해 카운트다운 파티를 열거나 Tik-Tok에서 춤을 추며
2020년을 마감하세요.

• 연말 분위기를 나누세요. 이웃에 연말 쿠키를 두고 오는 등의 방식으로 깜짝 선물을
해보세요. 동료에게 우편으로 연말 카드를 보내거나 한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혼자 지내는 분을 가상으로 추수감사절 또는 연말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하세요.
• 야외에서 캐롤을 즐기세요. 음악 선물을 나누세요. 얼굴 커버를 착용하고
타인과 12피트 거리를 둡니다(노래를 부를 때는 더욱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우므로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피트

• 눈을 즐기세요.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거나 눈길 걷기, 눈싸움 등을
즐겨보세요.
• 연말 쇼핑을 즐기세요. 블랙프라이데이가 COVID 먼데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군중을 피하기
위해(또한, 마지막 장난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쇼핑하거나 즐겨
찾던 지역 매장에 전화해 길가 픽업을 요청하세요. 직접 대면 쇼핑하는 경우 얼굴 커버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매장이 한가한 시간에 방문하십시오.
• 만찬을 즐기세요. 칠면조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곁들여보세요. 쿠글, 라크스, 설탕
쿠키, 에그노그 등을 즐겨보세요 - 여러분은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 축구나 그린치를 시청하세요. 연말 전통 프로그램 또는 응원하는 팀이 득점했을
때 축하 세레모니를 즐겨보세요.

종교 활동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므로 실내 예배 참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따르세요:
• 가상 또는 실외 예배에 참석하세요. 온라인이나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 미리 준비하세요. 손 소독제를 지참하고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항시 얼굴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서로 거리를 두세요. 같은 가족 구성원 외의 사람들과 함께 앉지 말고 타인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세요. 찬송을 하는 경우 12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몫은 직접 가져갑니다(BYO). 자신의 성서나 예배용 물품을 지참합니다. 타인과 같은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orean

6피트

여행

모임

다른 사람과 모임, 특히 실내에서의 모임은
COVID-19의 전파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집단
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식사, 음료 섭취 시 얼굴 커버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면, 2020년식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위험을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고령자이거나
COVID-19가 심각하게 발달할 위험성이 높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자택에 머무르며 연말
시즌을 즐기도록 합니다.
• 타인의 위험도 파악하기: 얼굴 커버 사용 및 타인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신중한 사람들만
만나도록 합니다.
• 검사를 받으세요. 고령자 또는 COVID-19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을
만나기 전 그리고 모임 참석이나 여행 후
COVID-19 검사를 받으세요.
• 소규모로 유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COVID-19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 실외가 안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실외에서
기념하세요. 실내에서는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COVID-19가 확산되기 더욱
쉽습니다. 이는 문과 창문이 닫혀있는 겨울철에
그러합니다.
• 가상으로만 포옹하세요. 안타깝게도, COVID-19
기간 중 자택 외부에서 사람들과 밀접한 물리적 접
촉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접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접시 또는
잔을 공유하지 않으며 찍어 먹거나 나눠 먹는
음식은 피합니다.

올해는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은 여러분과 가족,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트립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여행객은
지역 사회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여행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따릅니다:

• 지역 내에 머무릅니다. 올해는 국내 최고의 도시 및 주 지역을
즐기기에 좋은 해입니다.
•안
 전하게 여행합니다.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고 손 소독제를
지참하며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얼굴 커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도로 이동 규칙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부의
안전한 통근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
 실을 예약하세요. 누군가의 집보다는 호텔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외부 지역의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호텔에 머무를
것을 제안합니다.
•음
 주 후 운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공간에서 잠드는 것은
좋은 행동이나 음주 후 이동을 위해 운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세요. 만약 본인이 운전 담당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 도보나 지하철, 또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
 행 후 검사를 받고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 지역이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자택에 돌아온 후 격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여행 격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활동:
• 겨우살이나무 아래에서 키스하기: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면 최소한 올해는 키스를 삼가합니다.
• 이웃의 눈사람을 다트 과녁으로 사용해 망가트리기. 하고
싶더라도 참습니다.
• 양키스 투수와 눈싸움하기. 시속 95마일 속도로 던지면 눈도
위험합니다.

부담감, 불안, 우울함이 느껴지는 경우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및 기밀 건강 지원 서비스인 NYC Well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88-692-9355번으로 전화, 또는 nyc.gov/nycwel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