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장, RV 파크 및 캐빈 대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캠핑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캠핑장, 캠핑장, RV 공원이 재개장합니다. 각 장소는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가도 됩니까? 

같은 가구의 가족들과 함께 야영을 해야 합니다. 같은 가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최소 

6 피트 이상의 신체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활동이 허용됩니까?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허용되지만, 밀접 접촉 활동은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는 보트 타기, 배구 경기, 로프 코스 등이 있습니다. 

 

활동용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습니까? 

대여는 허용되지만 시설이 대여 프로그램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포츠 

장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가 가능한 경우, 각 

사람의 사용 전후에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캠프장의 놀이터, 회의 공간 또는 회의실이 열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 시설들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야영장에서 단체 활동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단체 모닥불, 단체 야영장, 야외 원형극장 발표회, 뮤지컬 또는 기타 공연 또는 

기타 행사를 포함한 공공 행사 또는 RV 파크에서 개최되는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합니다. 공원 운동장이나 공터, 코트에서의 농구, 야구, 축구, 축구 등 대부분의 

조직적인 활동과 스포츠는 같은 가정이나 생활 단위 출신이 아닌 코치나 운동선수가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구의 구성원은 이러한 활동과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캠프장을 방문하는 동안 피크닉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만 수용 할 수 있는 소규모 피크닉 장소에서의 피크닉은 열려있고 

대중이 이용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가구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동 샤워 시설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샤워/목욕 장비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 시설 

대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실은 칸막이가 있거나 신체적인 

거리두기 필수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표지판을 게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프장에 위치한 공공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됩니까? 

공공 화장실은 하루 종일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및 전등 스위치와 같이 손이 닿는 표면은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야영자는 싱크대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카운터 표면에 

칫솔 및 기타 물건을 직접 놓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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