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대인의 최대 명절

저희 Yonaco Group 은 2021 년 유대인의 최대 명절 일정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자료가 귀하의 이스라엘 최대 명절 일정 숙지와 파트너사에 안부인사를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되길 바랍니다.
Day

Date

월

9월 6일

화~수

Holiday Name

Type

Comments

Rosh Hashanah Eve-신년 전야

공휴일

로쉬 하샤나

9월 7~8일

Rosh Hashanah – 신년

공휴일

수

9월 15일

Yom Kippur Eve - 속죄일 전야

공휴일

목

9월 16일

Yom Kippur - 속죄일

공휴일

월

9월 20일

Sukkot Eve - 초막절 전야

*반일근무

화

9월 21일

Sukkot I - 초막절 I

공휴일

수~월

9월 22~27일

Sukkot II~VII - 초막절 II~VII

*반일근무

화

9월 28일

Sukkot VIII - 초막절 VIII

공휴일

욤 키푸르

씸핫 토라

(*) 최근에는 회사와 조직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업무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00 시부터 18:00 시이며, 소매형태 또는 대중교통은 금요일과 명절
전날까지 오전 시간부터 오후 14:00 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은 휴일입니다.

로슈하샤나(Rosh Hashana) 09/6~8
는 유대인의 새해로 이틀에 걸친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상 이 날은 한국/중국의 구정과 같습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로슈하샤나는 5779 년 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전통적인 기념일 입니다.
이날에는 각자 자신들의 “지난 일년 돌아보기”를 하며 지난해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되며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은 10 일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의 유대인의 인사말 중 하나는 “싸나토바(Shana Tova)” 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 가족들은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특별한 새해맞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확인하세요. 로슈 하샤나
명절 당일은 9/8 일이며, 9/6 일은 공식적으로는 반일 근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날은 역시
금요일 휴일로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This should be changed.
유대인 파트너에게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해 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www.yonaco.com

욤키푸르 (Yom Kippur) 09/15~16
는 유대인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새해의 최종 결정과 운명이 이 날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이 날을 25 시간 가까이 금식과 집중기도로 이 거룩한 날을 지키며 대부분의
시간을 유대 교회당인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금식” 과 “Gmar Hatima Tova”(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를 기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욤 키푸르(Yom Kippur)에 유대인은 컴퓨터, 전화, 이메일 등 어떤 전자기기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또한
이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확인하세요. 욤 키푸르 and HERE

초막절 (Sukkot) 09/20~28
8 일의 명절은 전통적으로 작물 수확을 기뻐하고 유대인이 사막 황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관례로 만찬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수카(Sukkah)라 부르는
작은 처소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확인하세요. 수콧 and HERE.
명절기간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일 근무만 하거나
전체 휴무입니다.

Yonaco Group is a consulting firm dedicated to building business and executing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Israel through offices in Pangyo and in Tel-Aviv
For any ques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ww.yona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