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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파의 방지를 위한 베이 에리아 보건 담당자들의 즉각 백신 

접종 재촉 및 실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 발령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산 마테오, 산타 클라라, 소노마 카운티 

및 버클리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명령, 화요일 부로 발효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 백신은 계속하여 COVID-19 중증 질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를 비롯하여 소수 백신 접종자의 경우 COVID-19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있기에, 여덟 명의 베이 에리아 보건 담당자가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명령은 8 월 3 일 화요일 

밤 12 시 1 분 부로,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제한적인 예외의 경우를 참작한, 공공 

환경의 실내 공간 내 모든 사람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백신은 델타 변이를 포함한 COVID-19 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 질병, 입원 및 사망에 대해 강력히 보호를 받는 베이 에리아 

백신 접종자라 해도, 소수의 경우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자의 감염 경우, 얼굴 가리개 착용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 

에리아 보건 담당관들은 12 세 이상의 미접종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굴 가리개 착용은 COVID-19 의 확산을 늦추는 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 담당관 니콜라스 모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공공 실내 공간에서 안면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보호하고 이 여름 급증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보건 명령은 COVID-19 지역 감염의 감소와 모두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보건 

담당관들은 특히 미접종자 사이를 포함한, 베이 에리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상당한 

수준의 지역 감염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널리 퍼진 COVID-19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여, 우려에 대한 이유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정보가 나타내듯, 백신 접종 완료자 또한 일부의 경우 델타 변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기에, 실내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함으로써 중요한 추가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령된 보건 명령은 공공 환경의 실내 공간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특히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를 포함하여, 

공공장소이던 사유의 장소이던, 실내 환경에서는 COVID-19 감염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보건 담당관들은 또한 모든 업자 측에서 이들의 사업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얼굴 가리개를 가용하게 하도록 권고하며, 사업체의 실내 얼굴 가리개 명령 

시행을 의무화 합니다.  

 

이번 발령되는 보건 명령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 실내 환경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부서의 지침과 일관합니다. 베이 에리아 보건 담당관들은 계속하여 전역에 늘어나는 

백신 접종 사례를 포함한 자료를 관찰하여, 명령이 개정 또는 해지될 시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대상의 주 전역 요건과 유사하게, 알라메다 

카운티 명령 또한 모든 주민에게 공공 실내 공간에서 입과 코를 덮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추가 내용은 다음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ovid-

19.acgov.org/face-masks. 

 

COVID-19 백신은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12 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https://covid-19.acgov.org/vaccines.page?#availability 을 방문하거나 

510-208-4VAX (510-208-4829)로 전화하여 근처에 위치한 백신 접종 장소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 접종을 지나쳤다면, 아직 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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