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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은 일반적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지만 이번 할로윈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깝게 접촉하고 접촉이 오래 지속될수록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올바르게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일부 할로윈 행사는 

다른 활동보다 더 위험합니다. 올해 행사 참여에 있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면 아래 정보를 

읽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DC의 연휴 기념행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위험도 가장 낮음: 
• 가족과 함께 호박을 조각하거나 장식하고 전시하기 

• 이웃이나 친구와 안전한 거리에서 호박을 조각하거나 장식하기 

• 집, 아파트 또는 생활 공간 꾸미기 

• 아이들이 멀리서 할로윈 장식을 감상하고 집집마다 걸어 다니면서 찾아야 할 할로윈 테마 물건 

목록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할로윈 스캐빈저 헌트(Halloween Scavenger Hunt) 하기 

• 가상 할로윈 의상 콘테스트 하기 

•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할로윈 영화의 밤 보내기 

• 집집마다 이동하지 않고 집 안이나 집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 

스캐빈저 헌트 스타일의 트릭 오어 트릿(trick-or-treat) 찾기 하기 

위험도 중간: 
• 거리 두기 방법을 사용하여 트릭 오어 트리팅(trick-or-treating)에 참여하기(예: 사탕을 

주는 사람은 가족들이 집어 갈 수 있도록 정렬한 개별 포장 선물 가방을 제공 

이때 사회적 거리는 계속 유지(예: 진입로 끝 또는 마당 가장자리 이용) 

• 선물 가방을 준비하는 경우 가방을 준비하기 전후에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 씻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index.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need-extra-precautions%2Fpeople-at-increased-risk.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social-distancing.html
https://www.cdc.gov/handwashing/when-how-handwash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holidays.html#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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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만 멈추기. 집주인과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온 사람 간에 약 2m(6피트) 거리 유지는 쉬움 

•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트렁크 오어 트릿(trunk-or-treat)과 같은 작은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 

•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호박밭이나 과수원 방문. 사람 

간 물리적 거리 최소 2m(6피트) 유지 가능 

위험도 가장 높음: 
• 많은 집에 트릭 오어 트리팅을 하러 가거나 여러 동네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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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들은 참가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동네임. 

•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 간에 약 2m(6피트)의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집에서 트릭 오어 트리팅 하기 

• 사람들로 붐비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파티나 행사에 참석하기 

•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 건초를 실은 마차를 타거나 트랙터 타기 

• 사람들이 북적대고 소리를 지르는 실내 유령의 집 가기 

이번 할로윈 시즌에는 개인 간의 큰 모임(예: 큰 규모의 할로윈 파티, 유령의 집 등)이 포함된 행사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종종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령의 집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는 호흡기 비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위험합니다. 운영하기로 한 유령의 집은 이용객, 직원 및 

다른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제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3단계 지침 및 

공중 놀이 시설 세팅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유령의 집을 체험하는 그룹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리 두기를 쉽게 하고, 이용객들의 얼굴에 매달리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재료/아이템으로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이용객들이 일반적인 표면(예: 문손잡이)을 건드리지 않고 

유령의 집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세팅은 위험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유령의 집은 또한 이용객에게 

튀어 나가는 배우 사용을 피하거나 배우가 이용객과 3m(10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트릭 오어 트리팅은 많은 사람들과 매우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다니는 

아이들이 마스크 사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 사항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증가합니다. 트릭 오어 트릿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 권장 사항을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지난 10일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VDH 지침에 따라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필수 또는 권고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올해 트릭 오어 트릿에는 

참여하지 말고 할로윈을 기념할 수 있는 다른 가상 옵션을 찾으십시오. 

2. 귀하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적어도 2m(6피트)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3. 트릭 오어 트리팅을 하러 가거나 사탕을 나눠주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트릭 오어 

트리팅을 하거나 사탕을 나눠주는 동안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합니다. 

4. 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할로윈 마스크는 얼굴에 꼭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틈이나 구멍이 있는 할로윈 마스크는 다른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할로윈 마스크 아래에 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5. 사탕을 나눠 줄 때는 접이식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은 외부 공간을 마련해 사탕을 놓는 

https://www.governor.virginia.gov/media/governorvirginiagov/governor-of-virginia/pdf/Forward-Virginia-Phase-Three-Guidelines---8-21-2020.pdf
https://www.governor.virginia.gov/media/governorvirginiagov/governor-of-virginia/pdf/Forward-Virginia-Phase-Three-Guidelines---8-21-2020.pdf
https://www.governor.virginia.gov/media/governorvirginiagov/governor-of-virginia/pdf/Forward-Virginia-Phase-Three-Guidelines---8-21-2020.pdf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0/04/Home-IsolationQuarantine-Release-Graphic_FINAL.pdf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0/04/Home-IsolationQuarantine-Release-Graphic_FINAL.pdf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0/04/Home-IsolationQuarantine-Release-Graphic_FINAL.pdf
https://www.cdc.gov/handwashing/when-how-handwash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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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같은 그릇에 손을 뻗거나 약 2m(6피트)가 넘는 캔디 

슈트같이 간식을 배달할 수 있는 비접촉식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게 간식을 배치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트렁크 오어 트리팅(trunk or treating)을 하기 위해 한 칸 떨어져 

주차하여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정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집니다. 서로 밀접하게 접촉 시(약 2m 이내) 

말이나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 혹은 식기나 마시는 그릇을 공유하고 키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 가장 낮음:
	위험도 중간:
	위험도 가장 높음: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