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 기반 조직에 대한 버지니아 주 재개방 
점검표 - 2단계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은 “자택대기령: 1단계 종교 서비스” 지침에 제시된 엄격한 물리적 거리 제한 지침,위

생 관리 관행 강화 및 근무지 안전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 의무 사항: 

  COVID-19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은 시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안내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한 선택사항, 아플 경우 집에 머무르기

     등의 공중 보건 관련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각 개인 또는 가족 집단 사이에 최소한 6피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 구역에

     6피트 간격으로 나누어 좌석을 표시해야 한다.   

  얼굴 덮개 착용을 권장한다. (자세한 정보는 CDC의  얼굴 덮개 사용 안내 참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종교 행사는 종교 행사가 행해지는 공간이나 시설의 점용 허가 증명서에 명시된최저 수용 인원의 50%로 인

원이 제한되어야 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6피트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며 항상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같은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앉을 수 있다.

  참석자들이 모이는 공동 구역에 6피트 간격으로 나누어 좌석을 표시해야 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와 입 위에 얼굴 덮개를 착용할 것이 권장된다.  

  참석자들은 어떤 물건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음료를 배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이어야 하며,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모든 행사에 앞서 자주 접촉하는 것들의 표면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종교 의식용 의복 공유는 피해야 하며, 모든 의복은 사용 후마다 적절하게 세탁해야 한다.

  어떤 종교 장소도 위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대면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 신앙 공동체 및장의사에 대

한 기타 제안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의 개방을 위해 다음의 규칙을 따른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영업 중입니다!



권장 모범 사례: 권장 모범 사례:      

위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 신앙 공동체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활용할 것이권장된

다.

 

   COVID-19 대응 계획 및 예배 장소 준비를 담당할 건강 코디네이터 혹은 건강 형평성 팀을 지정한다. 

   건물: 

  • 모든 행사 전후로 청소를 실시하며 다음 CDC의 지침을 참고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reopen-guidance.html

       •   가능한 경우 별도의 문을 사용해 시설에 출입한다.

       • 문손잡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 문을 열린 상태로 둔다.

       •  건물 곳곳에, 특히 출입구에 소독 공간을 제공한다.

       •  문이나 화장실 싱크 손잡이를 만져야 할 때를 대비해 비접촉 문을 설치하거나 일회용 보호막(예: 페이퍼타

월)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공지사항은 게시판이나 디지털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알림으로써 회보 및 유인물 사용을제한한다. 

   주간 종교 행사의 경우:   

      •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택에서 더욱 안전하다.  온라인 스트리밍 및 드라이브 인 옵션을 활용할 수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권장한다.

      •  거리두기를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행사 전후로 철저히 청소할 시간을 두어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것

을고려한다. 

      •  종교 행사의 일부로서의 합창단 활동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 

      •  사람들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행사를 짧게 치르는 것을 고려한다. 

      •  안전한 때가 올 때까지 청소년 행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   노년층 및 기타 고위험군을 위한 소규모 그룹 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한 주의 첫 번째 종교 행사를 시설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한 후에 치르는 것을 고려한다.  

      •  주차장이나 공용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사람들이 공유해 사용하고 청소하기 어려운 물품(예: 마이크, 책, 찬송가, 성경)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고려한다. 

가족이나 개인에게 종교 행사에 가져올 수 있는 종교 서적을 각각 할당하거나, 성경, 찬송가를 프로젝터를사

용해 전시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모든 종교 의식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나누거나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이어야 한다.   

       • 구성원이나 신도 전체에 어떤 물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예: 헌금함).  

       •  사람의 이마에 기름, 물, 재, 기타 물질을 바르는 경우 가능한 한 스스로 도포한다.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게 되는 공동 식사 및 기타 활동을 중단한다. 

  지금 현재 보육 혹은 아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