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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레임워크 Q&A
새로운 위기 프레임워크는 오리건주 주민이 겨울과 봄을 안전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VID-19 백신이 곧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그리고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완화대책들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Q: 오리건주는 왜 단계적으로부터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변경하는가?
A: 단계별은 이동을 많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Q: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A: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다음 3가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학교 기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2. 오리건주의 36개 카운티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30,000 주민을 초과하는 대규모 카운티
 15,000명에서 30,000명 주민 사이의 중규모 카운티
 15,000명 주민 미만의 소규모 카운티
3.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COVID-19의 전염에 기반하여 위험을 4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Q: 카운티는 어떻게 위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가?
A: 대규모 카운티(인구 >30,000)의 경우 양성 판정률이 위험 카테고리를 계산하는 데
고려되는 2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은 100,000명당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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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니다. 전반적인 결정은 가장 엄격한 대책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핀
카운티가 양성 판정률에서 보통 카테고리, 양성 퍼센트에서 매우 높은 카테고리에 속할
경우, 이 카운티는 가장 엄격한 카테고리 즉 매우 높은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중규모 카운티(인구 15,000에서 <30,000)의 경우 양성 판정률이 위험 수준을 계산하는
데 고려되는 2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은 확진자 수입니다.
전반적인 결정은 가장 엄격한 대책을 반영합니다.
소규모 카운티의 경우(인구<15,000), 확진자 수만이 위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Q: 카운티가 한 위험 카테고리에서 다른 위험 카테고리로 얼마나 자주 이동할 수 있는가?
A: 학교 기준 데이터는 매 월요일마다 수집되어 카운티 위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OHA COVID-19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경고 주”입니다. OHA 및 주지사실 웹사이트에서 카운티의 이동이 없고
위험 수준 지도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는 “조치 주”입니다. 데이터는 다시 월요일에 수집됩니다. 주지사실은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위험 카테고리에서 다른 위험 카테고리로 이동할 것
같은지 카운티에게 알립니다. 주지사실은 또한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보냅니다. 카운티는 주말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위험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센터(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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