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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가 오렌지 카운티를 코로나 19 위험 등급인 ‘3 단계: 높음 (High Level)으로 분류함  

 

(Santa Ana, CA) - 최근 COVID-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7 월 14 일부로 

COVID-19 지역사회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오렌지 카운티를 위험 등급인 ‘3 단계: 높음 (High 

Level) 으로 지정했습니다.   

 

7 월 15 일부로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7 일 평균 COVID-19 신규 확진자 비율은 인구 10 만 명당 33.1 명 (CDC 

임계값보다 20 포인트 높음)으로 증가했으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068 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17.4 %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277 명, ICU 환자는 35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OC Health Care Agency (HCA) 보건국은 

실험실 PCR 테스트를 반영한 주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COVID-19 확진자와 입원환자 수의 테이터를 

보고합니다. 자가 신속항원검사가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감안하면 미 전역의 

COVID-19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등급 상향에 대해 OC Health Care Agency 

보건국장인 Dr. Clayton Chau 는 "여름철을 맞이해 

신규 확진자 수 및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위험 수위를 ‘높음 (High Level)’ 단계로 

격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에 취약성이 높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장소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별히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기저질환, 면역력 저하 

증상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HCA 보건국은 OC 주민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다음을 권고합니다. 

취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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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특별히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기저질환, 면역력 저하 

증상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정부의 

Guidance for the Use of Face Masks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백신 1 차와 2 차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추가 접종을 받습니다. 1 차와 2 차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적격한 사람은 부스터 샷을 맞고 심각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www.Othena.com 또는 https://myturn.ca.gov/를 접속해 백신 접종 일정을 잡으십시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외의 외부인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무증상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집회, 행사, 여행를 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집에 머물면서 self-quarantine guidance 에 명시된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아프면 집에 머물면서 self-isolation guidance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치료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에게 연락하고 

Test to Treat 코로나 검사소 및 치료센터를 확인하십시오. 7 월 6 일부터 주정부 면허를 소지한 약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제한적으로 환자에게 Paxlovid 를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약국에게 

문의하십시오.  

 

CDC 는 올해 초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런칭하고 미 전역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COVID-19 수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구 10 만 명당 신규 

확진사 수 및 입원환자 등을 기준으로 

카운티별 코로나 19 위험 단계를 낮음, 중간, 

높음 등으로 분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오렌지 카운티 내 확진자 수, 백신 접종 및 

검사를 포함한 COVID-19 관련 정보 및 

리소스는 ochealthinfo.com/covid 에 접속해 

확인하십시오.   

 
###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http://www.othena.com/
https://myturn.ca.gov/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selfq_handout.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self-isolation-instructions.pdf
https://aspr.hhs.gov/TestToTreat/Pages/default.aspx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list_select_state=all_states&list_select_county=all_counties&data-type=CommunityLevels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