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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수정된 종교 예배 및 문화 행사 

자주 하는 질문(FAQ) 

2020년 7월 21일 업데이트 

Alameda County에서는 종교 예배와 문화 행사를 수용 인원을 조정하여 계속하기 위해 

예배 장소에 대한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재개방에 관한 토론에서 제기된 자주 

하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시행: 새로운 감염 사례가 늘고 입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Alameda 

County는 주 정부의 COVID-19 모니터링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내 예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배/행사 재개 계획을 고려할 때 이 공표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장소 지침에 왜 “권장된” 인원수만 예배와 행사에 참석하도록 허용됩니까? 

* 

COVID-19 감염 위험은 그룹 내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커집니다. 보건 담당관은 

예배/행사 참석 인원을 25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예배 장소에는 

100명 또는 시설 수용 인원의 25% 중 더 작은 숫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룹 규모를 최대한 작게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예배 장소에서는 COVID-19 현장별 보호 계획을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보건 담당관이 공표한 명령에 따라 재개방이 허용되는 예배 장소와 기타 기관은 

운영을 위해 카운티로부터 현장별 보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티에서 재개방 계획의 모든 측면을 검토해주기를 예배 장소에서 바라는 경우, 

COVID 복구 팀은 기꺼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COVIDrecovery@acgov.org로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예방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종교 

예배를 야외에서 주최하는 경우와 실내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크게 다릅니까? 

어느 경우든 직접 모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야외에서의 모임은 실외 공기 

흐름이 있고 개인과 가구 간의 비말 전파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낫습니다.  

http://www.acphd.org/media/593477/health-officer-order-20-14b-places-of-worship-re-opening-guidance-english.pdf
mailto:COVIDrecovery@ac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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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교회에는 목적이 다른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예: 젖먹이/ 유아 건물, 어린이 

건물, 청소년 건물). 모든 건물에 25% 규정을 적용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강당은 

600석이므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건물은 200석이므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 Shelter in Place 명령(20-14a)에 따르면 각기 다른 건물에서 열리는 

종교 예배/문화 행사에 “25% 또는 100명 중 더 작은 숫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주 지침과 카운티 지침에서는 노래를 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예배 장소에서 종교 

예배에 노래를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노래 때문에 오염된 비말이 가수 주변의 공기와 공간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서 질병 

전파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래하는 것은 6피트의 물리적 거리 두기로 얻는 위험 

감소 효과를 약화합니다. 대안으로, 예배 장소에서는 찬양/예배 노래 및 기타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 미리 녹화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소규모의 가수들(2~3명)과 CDC 지침을 따르는 카메라맨이 예배를 위해 미리 

녹음할 경우, 노래에 대한 제한 지침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해당 오디오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서, 또는 최소 1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가수들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를 통해 가수들 사이에 비말이 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해당 노래하는 공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일정 

시간 (보통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소셜 버블(Social Bubble)을 정의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Alameda County 내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셜 버블은 3~4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최대 12명의 그룹입니다. 귀하는 

하나의 소셜 버블에만 속해야 합니다. 버블은 야외에서 만나야 하며, 모두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소셜 버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ameda County Shelter in Place Order FAQ, 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6-19-

20%20Alameda%20County%20SIP%20Order%20FAQ%206-23-203%203%20PM.pdf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6-19-20%20Alameda%20County%20SIP%20Order%20FAQ%206-23-203%203%20PM.pdf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6-19-20%20Alameda%20County%20SIP%20Order%20FAQ%206-23-203%203%20P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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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배 장소가 재개방될 때 어린이 그룹(예: 교육 클래스, 신앙 연구 그룹 등)이 모이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어린이는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성인이 동일한 

소셜 버블의 일부가 아닌 한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활동과 예배는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교회 안으로 관을 들여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추도식은 여전히 수용 인원 

제한이 25명인 장례식으로 간주합니까, 아니면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한 종교 

예배로 간주합니까? * 

추도식의 경우 예배 장소에서는 수용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는 장례식으로 계속 

취급해야 합니다. 표준적인 종교 예배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명령에서는 100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만, Alameda County 보건 담당관은 

25명 이하(즉, 가능한 가장 작은 그룹)로 제한해서 모든 예배 유형에 대해 회중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추가 자료: 

• CA Industry Guidance for Places of Worship: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

places-of-worship.pdf  

• Alameda County Reopening Guidance for Places of Worship:  

http://www.acphd.org/media/593477/health-officer-order-20-14b-places-of-worship-

re-opening-guidance-english.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places-of-worship.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places-of-worship.pdf
http://www.acphd.org/media/593477/health-officer-order-20-14b-places-of-worship-re-opening-guidance-english.pdf
http://www.acphd.org/media/593477/health-officer-order-20-14b-places-of-worship-re-opening-guidance-english.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