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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피 기간 중 종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를 위한 가정 방문 지침 
 

본 지침은 자택 대피 기간 중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봉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 방문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실시 전  

 모든 당사자는 가정 방문 준비 시 증상 검사와 체온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ACPHD 자가 진단 선별검사 

지침: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recovery/screening-guidance-for-

employers-eng-2020.08.08.pdf).  

o 귀하 및 귀하가 방문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COVID-19 바이러스에 

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면역 저하, 연장자(65 세 이상),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간호 및 봉사를 위해 가정 방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도움을 주기 위한 보다 안전한 대안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인적인 메시지는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  

o FaceTime 또는 기타 영상 통화 옵션 사용   

o 공급 물품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문 앞에 두기   

o 야외에서 모임 진행. 마스크 착용, 최소 6 피트 거리두기, 개인 물품의 접촉 제한  

  

가정 방문 실시 중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모든 사람(거주자 포함)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간 내 사람 수를 제한하고 타인과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실내인 경우 집에서 머무는 공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한 다른 방으로 이동하지 말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머뭅니다.   

 방문은 가능한 짧게 합니다.   

 방문 중 그리고 방문이 끝난 직후 자주 손을 씻습니다. 손 씻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손 세정제를 

휴대하십시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지 말고 가정 방문 중 눈, 코, 입 또는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recovery/screening-guidance-for-employers-eng-2020.08.08.pdf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recovery/screening-guidance-for-employers-eng-2020.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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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및/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입으로 받아야 하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건네 주는 경우, 받는 사람의 

손이나 입으로 직접 건네지 말고 그릇에 넣어서 전달해 줍니다. 용기는 사용 후 매번 소독하거나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DC 지침 ‘증상이 있거나 타인을 돌보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index.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hcp%2Fguidance-prevent-spread.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