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요약자료 

콜로라도의 계기판 분류  
 
 

이 팬데믹 동안 콜로라도는 공중 보건 및 의료 역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단위의 표준화된 다양한 레벨은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분류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달성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직관적인 계기판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사회는 우리가 검사, 치료 또는 백신에서 큰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팬데믹 안에서 삶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계기판은 최소 위험에서 가장 제한적인 수준까지 5개 레벨로 분류됩니다. 각 레벨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구체적인 측정 기준들과 한 

번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요약합니다. 

 
다섯 개 레벨 

1. 이웃 보호: 지역 보건 기관은 검사, 사례 조사, 접촉 추적, 격리, 검역, 장소별 폐쇄 및 공중 보건 명령 집행을 통해 사례 및 발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집이 더 안전 1 - 주의: 이 레벨은 집이 더 안전 2보다는 덜 제한적이며, 바이러스 전파 수준이 낮지만 아직 우리 이웃 보호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3. 집이 더 안전 2 - 우려: 기준선. 집에 있는 것이 여전히 더 안전하지만,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더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집이 더 안전 3 - 고위험: 집이 더 안전 2보다 더 제한적이며, 측정 기준들의 증가가 있는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조치가 

필요하지만, 집에 있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집에 있기: 식품 구입, 운동 및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모두 집에 있어야합니다. 필수 업종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레벨을 정의하는 기준들 

 
1. 신규 사례: 한 카운티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지 여부. 

2. 걸릴 확률: 바이러스 전파 수준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코로나19 검사가 있는지 여부. 

3. 입원에 끼치는 영향: 입원이 증가, 안정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 
 
카운티들은 측정 결과에 따라 레벨 사이를 이동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고유한 지역 요인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덜 제한적인 레벨(예: 

레벨 2에서 레벨 1)로 이동하려면 카운티는 2주 동안 세 개의 측정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유지해야합니다. 카운티는 반드시 콜로라도 

공중보건 환경국과 협의해야 하며, 기준들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준수가 되지 않았다면 더욱 제한적인 레벨로 이동해야 합니다. 

 
 계기판 분류에 관한 더 자세한 문서. 

https://drive.google.com/file/d/1kGtoAlK9qtU1fwQGUss2yYTWKtc3ocMX/view?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