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부터 12 학년  학교의 COVID-19 사례 조사 절차가 2 월 4 일 금요일 이후 변경됩니다. 

버지니아 보건부(VDH)의 발표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FCHD) 직원은 장기 

요양 시설 및 기타 집단 환경에서의 COVID-19 사례 조사에 대한 조사 및 격리 대응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고위험 설정. https://www.vdh.virginia.gov/vdh-refocuses-covid-

19-investigation-efforts-to-target-congregate-settings/  부서는 더 이상 일반 대중의 

개별 사례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부 학교 보건 직원은 학교에서 

확산을 줄이기 위한 예방 전략에 대해 유치원 부터 12 학년   학교 및 보육 시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VDH 는 보편적인 사례 조사의 유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과학적 및 

기타 요인을 기반으로 주 전체에 걸쳐 이러한 변경을 수행합니다. 

 오미크론은 이제 가장 흔한 COVID-19 변종이며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 공중 

보건 기관에서 모든 사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종은 잠복기가 짧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잘 전염되기 때문에 

개별 사례 조사를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무증상이고 검사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중 보건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재택 검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염이 공중 

보건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전에 FCHD 직원은 보고된 모든 학교 사례 및 보건 구역 내 접촉에 대해 조사하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2 월 4 일(금) 오후 5 시부터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산발적인(개인) 사례에 대한 긴밀한 접촉을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학교는 가족과 협력하여 VDH (Parents Flowchart)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82/2022/01/K-12-COVID-19-

Parent-Flowchart.pdf 학부모 흐름도를 사용하여 아프고 노출된 학생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른 전염성 질병(인플루엔자 또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심되는 발병을 FCHD 에 보고해야 합니다. 

FCHD 는 개인이 코로나-19 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계속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입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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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예방 접종이나 추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도록 권장됩니다. 

코로나-19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Fairfax Health District 와 Northern Virginia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전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 조직 및 지역 사회는 

실내에서 잘 맞는 마스크 착용, 최신 예방 접종 유지, 6 피트 거리 유지, 사교 모임 및 

군중 피하기, 씻기 등을 포함하여,  손을 자주 씻고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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