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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 철회에
관한 공중 보건 명령

오리건주 보건 당국(Oregon Health Authority, OHA)은 2022년 2월 7일 영구적인 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OAR 333-019-1025 의거) 해당 규칙에 따라 주 공중 보건
책임자 또는 주 공중 보건 담당자는 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이 COVID-19를 통제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건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OAR 333-019-1025의 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
여러 측면에서 COVID-19의 영향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COVID-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3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2022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7일 평균 매일 5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월 20일 기준
매일 8,209명의 확진자 발생 최고치보다 94%가 낮았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이후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델타 및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최근에 감염자가 급증하는
동안 COVID-19에서 최근에 회복된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춘 것 외에도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인구의 75.5%가 1차 COVID-19 백신 시리즈 접종을 마쳤습니다.

OHA는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의 COVID-19 지역사회 감염 수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특히 감염 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지역사회에서 중증 질환에 걸려
입원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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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계가 저하된 사람,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

OHA는 COVID-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 고품질 마스크,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명령의 내용 중에 정부 기관, 사업체 또는 근무 장소에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COVID-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자유의지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AR 333-019-1011에 따른 의료 환경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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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는 번역본, 큰 글자
인쇄물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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