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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의 모임은 우리의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에 중요합니다.지난 2년 동안
우리는 COVID-19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커뮤니티에 대한 위험 최소화

COVID-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모임을 다시 시작할 때 명심할 사항:

• 아프면 집에 머무르세요. 그것이 COVID-19, 독감, 감기 또는 다른 질병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COVID-19 백신 접종 및 연간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백신
접종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 손을 자주 씻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큰 타인을 배려해주세요

자신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COVID-19로 인해 심각한 질병,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 계층은 고령자, 예방접종 미접종자 그리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는 특히 COVID-19 수치가 높을 때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 실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실내 공간(더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한 열린 창문과 팬 포함)
에 모이는 것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 만약 귀하가 최근에 COVID-19에 걸린 누군가에게 노출되었다면, 특히 그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10
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세요.

타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을 존중합니다
•
•
•
•

어떤 사람들은 귀하가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쓰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만 모이는 것이나 소규모 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각 개인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감염자 수치가 증가하면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할 안전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COVID 수준을 숙지하세요. COVID-19의
확산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주최하려는 귀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