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보건 지구에서 코로나-19 사례와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페어팩스 카운티와 북부 버지니아 전역에서 코로나-19 의 사례와 발생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및 펄스 철치 시를 포함하여 질병 예방 통제 

센터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vid-data/covidview/past-

reports/02252022.html 정의한 코로나-19 커뮤니티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전환한 지역도 

있습니다. 페어팩스 시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로 초등학교에서의 발병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74 개의 교실에서 

코로나 19 가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이번 주에는 139 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발병을 포함합니다. 발병은 14 일 기간 내에 한 그룹에 3 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례가 포함된 클러스터로 정의됩니다. 질병 증가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 BA.2.12.1)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며 마스크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두기와 같은 완화 

조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및 

사망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입원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잘 맞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잡한 설정을 피하고, 환기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은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유행성 피로"와 이러한 조치의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질병과 발병을 

예방하는 두 가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 19 일 수 있는 증상으로 아프다면,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검사를 

받으세요. 

2. 자격이 있는 모든 부스터 복용량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예방 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지난 주말, 코로나-19 테스트 클리닉이 더 큰 발병이있는 초등학교에 서있었습니다. 

총 129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 절반의 어린이와 절반의 가족 구성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22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상태를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 할 가능성을 격리하고 줄일 

수있었습니다. 

"검사은 여전히 중요한 개입 전략입니다,"라고 역학 및 인구 보건 국장인 벤자민 슈워츠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5 일 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 후 5 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19 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증상이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검사를 받는 것은 

그것이 진짜 코로나 19 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주민들, 즉 5 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심각한 코로나 19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날, 운동회,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여행을 포함한 봄철 모임과 함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모이도록 촉구되고, 코로나 19 전염을 염두에 두도록 촉구됩니다. 페어팩스 보건구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 모든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사회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부스터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맞고 코로나-19 입자를 걸러내는 능력이 

더 뛰어난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N-95, KN-95 및 KF-94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마스크 및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야외에서의 사교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만약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다면 집에 

머무르세요. 

•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변이함에 따라 코로나-19 를 계속 모니터링하십시오. 이것은 예상된 

것입니다. 백신 접종 외에,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고, 아플 때 집에 있고,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공자의 치료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