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백신 접종 완료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 발행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분들:  
 

• Pfizer 또는 Moderna 백신과 같은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 Johnson & Johnson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접종한 후 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분은 백신의 충분한 효력을 볼 수 없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변경 사항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백신 완료하신 분들과 함께 실내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 방문자 또는 그와 함께 사는 분이 COVID-19 감염되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다른 한(1) 가구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없이 실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예: 구성원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 방문한 경우).  

• COVID-19에 감염된 분과 함께 있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 격리하거나 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교정 또는 구금 시설이나 그룹 홈과 같은 집단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고 COVID-19에 
감염된 분과 함께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지속해야 하는 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타인과 6피트 이상 거리 두기, 많은 인파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을 삼가기 
등, 많은 경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이러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o 공공 장소에서  
o 다른 한 가구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경우  
o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COVID-19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분을 방문할 경우  

• 아직은 중대형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 여전히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연기해야 합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CDC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특히 환자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COVID-19의 증상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의 모든 수칙을 지키고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회집 규모에 대한 Northam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십시오. 백신과 검사 정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www.fairfaxcounty.gov/covid19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