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제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을 권장합니다. 

지난 주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가 발표 한 업데이트 된 지침을 바탕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케이스의 수는 델타 변종의 

퍼짐으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권고는 COVID-19 전송의 적당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송으로 이동하는 페어 팩스 건강 지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내 마스크은 COVID-19 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며 다른 전략이나 

"예방 층"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외에도 주민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 일부 획기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COVID-19 를 예방하고 특히 더 심각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거나 의료 제공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아프면 집에 게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손 을 잘 씻으 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사람의 가까운 접촉인 경우 격리 및 격리에 대한 보건부 권장 

사항을 준수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오.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은 무료입니다. 워크인 

이용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COVID 를가진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테스트를받으십시오. 

페어팩스 카운티의  최신 정보와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irfaxcounty.gov%2Fhealth%2Fnovel-coronavirus%2Fcoronavirus-covid-19-testing&data=04%7C01%7CLucy.CALDWELL%40fairfaxcounty.gov%7C3545b1342dd64c97554808d95675438f%7Ca26156cb5d6f41729d7d934eb0a7b275%7C0%7C0%7C63763588390158670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RLYtx8SecImwsHifiDt%2FCHU1r9r1ytVfQvh74IfOS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irfaxcounty.gov%2Fhealth%2Fnovel-coronavirus%2Fvaccine%2Fregistration&data=04%7C01%7CLucy.CALDWELL%40fairfaxcounty.gov%7C3545b1342dd64c97554808d95675438f%7Ca26156cb5d6f41729d7d934eb0a7b275%7C0%7C0%7C6376358839015966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OFRFB7MWSa22V1hGbGV29kqv%2FvZdmoKhwld7AzlbF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irfaxcounty.gov%2Fhealth%2Fnovel-coronavirus%2Fvaccine%2Fregistration&data=04%7C01%7CLucy.CALDWELL%40fairfaxcounty.gov%7C3545b1342dd64c97554808d95675438f%7Ca26156cb5d6f41729d7d934eb0a7b275%7C0%7C0%7C6376358839015966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eOFRFB7MWSa22V1hGbGV29kqv%2FvZdmoKhwld7AzlbF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irfaxcounty.gov%2Fhealth%2Fnovel-coronavirus%2Fcoronavirus-covid-19-testing&data=04%7C01%7CLucy.CALDWELL%40fairfaxcounty.gov%7C3545b1342dd64c97554808d95675438f%7Ca26156cb5d6f41729d7d934eb0a7b275%7C0%7C0%7C63763588390159666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rRLnWRxyR5atPKQa0gZBjcsAG9NMVGK2ZmLxl7YpDK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irfaxcounty.gov%2Fhealth%2Fnovel-coronavirus&data=04%7C01%7CLucy.CALDWELL%40fairfaxcounty.gov%7C3545b1342dd64c97554808d95675438f%7Ca26156cb5d6f41729d7d934eb0a7b275%7C0%7C0%7C63763588390160661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0FOX4zARHs6S9vYJLpt%2F0uCccr%2FTdc1ZNHI1TKgI%2BBI%3D&reserved=0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제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마스킹을 권장합니다. 

지난 주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가 발표 한 업데이트 된 지침을 바탕으로 Fairfax 카운티 보건부는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케이스의 수는 델타 변종의 퍼짐으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권고는 COVID-

19 전송의 적당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송으로 이동하는 페어 팩스 건강 지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내 마스킹은 COVID-19 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며 다른 전략이나 "예방 

층"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마스킹 외에도 주민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검사를 받을 수 있거나 의료 제공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일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사람의 가까운 접촉인 경우 격리 및 격리에 대한 보건부 권장 사항을 

준수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오.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은 무료입니다. 워크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COVID 를가진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테스트를받으십시오. 

페어팩스 카운티의 최신 정보와연락을유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