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상승에 ; 면역 절제 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번 주 COVID-19  증가로 페어팩스 보건구가  지역사회  보통 전염에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전염돼어 

가고있습니가.  이는 전월성이 높은 델타 변종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 COVID-19 바이러스보다 사람들 사이에 

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로 사례가 발생하지만, 일부 

완전히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면역 이 약한 사람 은 COVID-19 감염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 이것은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 또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나 류머티즘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약물을 포함해서).  

좋은 소식은 COVID-19 백신이 델타 변종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면역 이 약한사람 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보호는 백신이 약한 면역 

반응 때문에 그 외에 대 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누군가가 아프더라도 감염은 덜 심각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이들 이 면역력 을 약하게 만든입니다,  의사와 당신의 특정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신을 받으십시오 . 백신 접종은 면역 상태에 관계없이  안전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한 다른 모든 조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내및 공공 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6 피트 떨어져 있고  ; 

군중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 공간을 피하시고 ; 항상 손씻기 하셔야합니다 .  또한 면역력 저하 환자와 

시간을 보내는 가족 및 간병인은 COVID-19 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감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COVID-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은 많은 곳에서 

맞을수있고,  같은 날 약속과 워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www.vaccines.gov 를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백신  위치를 찾거나 보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됍니다.  

부스터 샷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아직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부스터 주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CDC 는 진행중인 연구를 검토하고 면역 안전성, 면역원성 및 대체 선량 옵션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