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여 페어팩스 보건 구역은 지속적인 경계를 촉구합니다. 

페어팩스 보건지구의 지난 2 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건수가 62% 증가했고, 3 월 21 일 

최저치 이후, 일일 감염 건수는 약 3 배 증가했습니다. 비록 1 월에 볼 수 있는 경우의 최고치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려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카운티에서 15 건의 새로운 발병(3 건 

이상의 관련 질병 사례 클러스터)이 보고되었으며, 12 건이 학교와 탁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입원은 계속 낮고, 지역사회 수준은 "낮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BA.2 변종은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A.2 가 다른 변종들에 

비해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의 사례와 발생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전염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뉴욕 주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하위 변종 BA.2.12 와 계속 변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위험과 주변 사람들의 위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을지, 마스크를 

쓸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코로나-19 의 위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대한 위험에 

기초하여 우리의 활동을 바꿀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코로나-19 사례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미루셨나요? 

• 코로나-19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의학적 상태를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약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임신을 하셨나요? 

• 노부모나 다른 친척이 당신과 함께 살거나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 가족 중에 새로운 건강 상태가 발견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임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 당신은 새로운 아기를 가졌나요, 아니면 당신의 아이가 이제 막 탁아소나 학교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이번 여름에 캠프를 갈 예정인가요? 

 

 



삶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에 대한 백신 접종이나 백신 부스터 투여를 고려해 보세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병은 가벼워지고 입원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파를 피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실내에 있거나 사람이 많을 때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보호되는 마스크(예: N95, KN95 및 KF94)를 선택합니다. 코로나-19 증상, 양성 반응 또는 최근 

코로나-19 를 가진 사람에 대한 노출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격리하고,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iso 마스크를 

쓰고,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비태세를 갖추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부스터와 백신 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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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안전하고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5 세 이상이면 누구나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페어팩스 카운티 클리닉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 부스터 투여는 5 개월 이상 전에 첫 번째 백신 시리즈를 받은 12 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권장됩니다. mRNA 백신이 포함된 두 번째 부스터 투여는 첫 번째 부스터 

투여 후 최소 4 개월 후에 50 세 이상의 사람들과 일부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부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booster-shot.html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및 기타 공중 보건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계속 

찾아보십시오. 페어팩스 보건 구역  및/또는 방문하려는 지역의 코로나-19 커뮤니티 수준을 

모니터링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covid-by-county.html 특히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경우 지역사회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따라 잡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건강 관리들을 따라잡아야 할 때입니다. 치과 방문, 암 검사 또는 소아 예방접종과 같이 

연기되었을 수 있는 약속을 예약하십시오. 

계속 해서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 외에도 다음을 통해 코로나-19 및 기타 질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인파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을 피합니다. 

• 당신이 아플 때 집에 있는 것 입니다. 

• 증상이 있을 때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무료 가정 테스트를 주문하십시오. 

https://www.covid.gov/tests 

• 코로나-19 가 있는 경우 연락처에 알립니다. 

• 기침과 재채기를 가려줍니다. 

• 손을 자주 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