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County 보건부의 안내를 확장하는 공중 보건 명령 발표
Polis 주지사와 Colorado 보건환경부(CDPHE)가 발표한 COVID-19 다이얼이 2021 년 4 월 16 일자로
만료되며, Colorado 주 전역에서 주민을 위한 자체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4 월 8 일
Tri-County 보건부 소속 보건위원회(BOH)는 Tri-County 보건부(TCHD)의 상임 이사가 COVID19 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 또는 확산 속도 저하를 목표로 다이얼을 단순화한 공중 보건 명령을
발표하도록 승인 및 지시했습니다.
2021 년 4 월 9 일 현재 Adams, Arapahoe 및 Douglas 카운티에는 132,885 명의 확진자와 1,595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다 강한 전염성이 있으며 잠재적인 심각성이 더욱 높은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Tri-County 보건부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COVID-19 백신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Tri-County 보건부 상임 이사인 John M. Douglas, Jr. 의학 박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침을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공중 보건 명령을 만들기 위해 카운티 대표 및 기타 대도시의
보건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COVID-19 백신 중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통해 점차 더 많은 수의 주민이 보호받고 있으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까운 미래에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희망하나, 카운티의 공중 보건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건이 악화되어 입원률이 증가할 경우 TCHD 는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TCHD 의 공중 보건 명령(PHO)은 4 월 16 일에서 5 월 15 일까지 발효되며, 다음을 비롯한 공중
보건 명령을 강조합니다.
•

1 단계: 완전 시행 재개, 4 월 16 일~5 월 15 일(30 일) 모든 카운티는 새로운 다이얼 레벨을
시행하며, 4 월 15 일에 발표된 지표보다 한 단계 낮은 레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 월
15 일에 발표된 현행 다이얼 기준 옐로우 레벨 지표는 4 월 16 일부터 블루 레벨로 변경
시행되며 5 월 15 일까지 지속됩니다.

•

2 단계: 관찰 기간, 5 월 16 일~8 월 16 일(90 일) 모든 카운티의 레벨이 제한 사항이 없는
클리어 레벨로 변경되며, TCHD 가 카운티 내 병원 입원률을 관찰합니다. 클리어 레벨의
경우 사업장은 완화 조건 없이도 수용 가능 인원의 100%를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요건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개인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COVID-19 전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모든 주민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모임이나 인파를 피하고 아플 경우 집에 머물러야 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COVID-19 검진을 받아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1 단계는 2021 년 4 월 16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발효되며, 2021 년 5 월 15 일 오후 11 시 59 분에
종료됩니다. 2 단계 관찰 기간은 차후 제한 사항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5 월 16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카운티는 수용 인원 제한을 시행하는 중 5 성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TCHD 보건정책위원회에 따라 TCHD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카운티는 카운티 관할
기관의 결의를 통하고 communications@tchd.org 로 TCHD 에 서면 통지하여 4 월 16 일까지 본
명령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Tri-County 보건부는 Adams, Arapahoe 및 Douglas 카운티에 거주하는 150 만 명 이상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WIC, 음식점 위생 검사, 가족계획, STI/HIV 검사, 감염병 조사 등
60 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tchd.org 를 방문하거나 Twitter
@TCHDHealth 또는 Facebook @cotchd 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