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1A

개시: 2020년 12월 12일

단계 1A, 그룹 1, 2, 3, 4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 1

• 교정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 환자 치료 책임이 있는
병원 직원

• 구류 중인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 긴급 치료

그룹 3

• 전문 간호 및 기억력 케어
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자(HCP) 및 거주자

• 특정 고위험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환자 환경의
HCP

• 부족 보건 프로그램

• 주간 치료 서비스

• 비상 의료 서비스(EMS)
제공자 및 기타 응급 처치자

• 비응급 의료 수송(NEMT)

• 단계 1a 배경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 통역사 및
전통적 보건 근로자.

그룹 2
• 다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급 및 무급
HCP, 모든 직원 및
계약자를 포함하는 기타
장기 요양 시설:
» 거주형 치료 시설
» 양로원
»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단 가정
» 기타 유사한 집합 치료 시설

• 가정에 거주하는 의학적으로
허약한 아동 또는 성인의 유급
또는 무급 보호자(부모 또는
양부모 포함).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의학적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 및 적격 연령 아동

그룹 4
• 기타 모든 외래환자 HCP
• I/DD 환자 및 기타 고위험군에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HCP.
• WIC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HCP 또는 직접 또는 간접
노출이 있는 CBO와 같은 기타
공중 보건 환경

단계 1B

개시: 2021년 1월 25일

그룹 1~5

그룹 7

2단계

• 보육 제공자, 조기 학습
및 K-12 교육자 및
요원

2021년 4월 5일
이전에 가능

2021년 4월
19일에 가능

그룹 6

• CDC가 정의한 일선
근로자** 및 동일한
가구에서 연령 자격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2021년 3월 29일
이전에 가능

• 다세대 가정에 사는
사람

• 65세 이상의 성인

• 증가된 위험의 한 가지
이상의 기저 질환이 있는
45~64세의 성인

» 다세대 가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부모 및
손자와 함께 사는
가정과 같이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아닌 친척(즉
손자, 조카 또는
조카딸)과 함께
거주하고 이 친척을
돌보는 경우

• 이주 및 계절 농장
근로자
• 해산물 및 농업 작업자
• 식품 가공 근로자
• 저소득 고령자 가정,
고령자 집합 및 단독
거주자
• 집이 없는
개인(관리되는 임시
거주시설 입소 및
미입소)
• 현재 산불 이재민

•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

• 증가된 위험의 한 가지
이상의 기저 질환이 있는
16~44세의 성인*

• 황무지 소방관
• 16세 이상의 임신부

• 호스피스 프로그램
• 모바일 위기 관리 및 관련 서비스

교육자:
적격자:
약

400,000명

약

152,000명

65세 이상의 성인:

약

76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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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근로자는 다음의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일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 가정 밖의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밀접한 접촉(6피트 미만), 그리고
» 가정 밖의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사람 당 15분 넘게)이고 밀접한 접촉, 그리고
» 해당자들은 가정 밖의 다른 사람과의 밀접하거나 일상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집이나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백신 제조, 치료제, 기기, 용품 또는 개인 보호 장비의 제조
• 기타 목장, 음료 제조, 묘목장, 가든 센터, 농장 용품 가게, 수의 서비스, 낚시
및 수렵, 임업을 포함하여 단계 1b, 그룹 6에 속하지 않은 식품 및 농업

• 소프트웨어 발행, 통신,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인터넷 발표 및
방송 및 웹 검색 포털,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및 관련 서비스, 소비자 전자 제품
수리 및 정비, 통신 장비 수리 및 정비를 포함한 정보 기술 및 통신

• 식품 시장, 약국, 편의점, 소매 의류점 및 전문점을 포함한 식료품점 및 소매점

• 방송 및 출판, 뉴스스탠드를 포함한 뉴스 미디어

• 커뮤니티 칼리지, 칼리지, 유니버시티, 직업 재활, 직업학교 및 전문가
학교와 관련 교육 지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행정

• 주간 캠프 및 방과후 활동을 포함하여 단계 1b, 그룹 1-4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 보육 서비스.

• 미국 우체국

•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연구 및 개발, 행정을 포함한 공중 보건

• 시골, 도시간 및 시내 버스 및 철도의 운전자, 스쿨버스 및 직원 버스 운송,
특수 니즈 교통편을 포함한 대중 교통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장례식장 및 장례
서비스, 묘지 및 화장장을 포함하여 단계 1a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 및 관련
서비스

• 제재, 제지, 석유, 석탄, 아스팔트, 루핑, 화학, 플라스틱, 금속, 산업 기계,
컴퓨터, 전자, 운송, 캐비넷 및 카운터탑, 의료 장비, 수리 및 정비, 산업 디자인
서비스를 포함한 제조
• 항공, 철도, 수로, 트럭, 택시, 리무진, 전세 버스, 기타 대중교통 및 육상 승객
운송, 운전 학원, 도매자, 창고, 보관 및 배달 서비스, 포장 및 라벨링, 자동차 및
부품 딜러, 전자 쇼핑 및 부품 딜러, 차량 렌털 및 리스와 수리 및 정비,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한 단계 1b에 포함된 산업을 위한 운송 및 물류
• 레스토랑 및 바, 매점, 커뮤니티 푸드 서비스를 포함한 푸드 서비스
• 유틸리티, 석유 및 가스 추출, 채광, 주유소, 연료 딜러, 연료 배달, 환경 컨설팅,
유틸리티를 포함한 에너지
•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용수 및 폐수, 고형 폐기물 관리 및 리사이클링
• 건축, 청부업자, 부동산, 커뮤니티 하우징 서비스, 저렴한 하우징 프로그램,
여행자 숙소, 상업 숙소,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하우징.

• 토목, 폐기물 관리 및 복원 서비스, 아동 보호 서비스 같은 복지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단계 1a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안전
• 은행, 신용 중개, 개인신용조회회사, 보안, 상품 계약, 금융 투자 및 관련 활동,
회계, 세무 준비, 급여 서비스, 회사 관리를 포함한 금융,
• 법원 스탭, 판사, 검사, 법원 신고, 가석방실 및 보호관찰실을 포함한 법무
• 일반인, 선출직 공무원,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용역업자를 포함한 정부
• 행정서비스부(DAS)에 의해 지정된 오리건주 입법부 및 행정부
• 기타: 조사 및 보안 서비스, 동물원 및 식물원, 자연 공원 및 유사 기관, 놀이 및
레크레이션 산업, 가전 수리 및 정비, 개인 및 가구 물품 수리 및 정비,
애완동물 케어,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 서비스, 종교 기관, 사적 가구 서비스(예:
재가 보육, 집청소, 재가 수리), 절약 프로그램 시행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해 정의된 증가된 위험의 기저
질환
암

 면역력 악화 상태(면역체계 약화)

 만성 신장 질환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중등증~중증),
간질성 폐 질환, 낭포성섬유증, 폐고혈압 등 만성 폐
질환

 과체중 및 비만(체질량지수 또는 BMI 가
25kg/m2 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

 치매 또는 기타 신경학적 질환

 낫형세포병 또는 지중해빈혈

 당뇨(제 1 형 또는 제 2 형)

 흡연(현재 또는 과거)

 다운증후군

 고형 장기 또는 혈액 줄기세포 이식

 심장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고혈압
등)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

 HIV 감염
†

 임신

 물질사용장애

이것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전체 목록은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ategories-essential-workers.html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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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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