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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지수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개발한 균형적 접근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각 카운티 주민이 카운티의 

감염지수 수준을 낮추고, 가능한 한 많은 카운티가 낮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의 감염지수 수준은 1주일 주기로 변경되며 발표는 목요일에 합니다. 높음, 보통, 낮음 수준에 대한 최소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는 해당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주 간격으로 더 낮은 감염 수준에서 더 높은 감염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곗값을 충족하면 최소 14일마다 더 높은 감염 수준에서 더 낮은 감염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의 감염 수준은 주로 다음 메트릭을 기반으로 합니다.  

● 양성 판정률 

● 확진자 수 

● ICU 이용률 

 

COVID-19 감염지수 높음 보통 낮음 

카운티별 7일 평균 양성 판정률(%) 13% 이상 6%~12.9% 5.9% 이하 

14일간 카운티별 100,000명당 확진율 

지난 14일 동안 사례가 14건 이하인 프론티어 

카운티(평방 마일당 6명 미만)는 자동으로 "낮은" 

전송으로 지정됩니다. 지난 14일 동안 사례가 

14건을 초과한 프론티어 카운티는 표준 전파 

지수 기준을 사용하여 전파 수준을 결정합니다. 

325/100,000 이상 324~101/100,000 100/100,000 이하 

주 전체 ICU 이용률(7일 평균) 총 이용률: 72% 이상 

 
 

+ 
 

COVID-19 ICU 

이용률: 15% 이상 

총 이용률: 

69%~71.9% 
 

+  
 

COVID-19 ICU 이용률: 

6%~14.9% 

총 이용률: 

68.9% 이하 

 
+ 
 

COVID-19 ICU 이용률: 

5.9% 이하 

 

모든 개인과 회사 대상 조치 높음 보통 

 

낮음 

안전한 모임 

 

가족 식사 모임과 같은 

가벼운 친목 모임, 친구 

모임, 독서 클럽(형식적인 

종교 미사·예배나 조직·단체 

관리 행사는 포함되지 않음) 

10명 이하의 친목 모임 

허용. 

10월 29일까지: 10명 

이하의 친목 모임 허용.  

 

10월 29일 이후: 25명 

이하의 친목 모임 허용. 각 

개인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25명 이상도 

허용합니다. 

50명 이하의 친목 모임 

허용. 각 개인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50명 이상도 허용합니다. 

실내·야외 공공장소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직원과 고객 

모두에 해당 

 

필수 

 

10월 29일까지: 

공중보건부의 지시에 따라 

 

10월 29일 이후: 

공중보건부에서 강력하게 

권장함 -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공중보건부에서 강력하게 

권장함 -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성은 카운티 임원이 

지역 보건 담당자와 

협의하여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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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통 또는 낮음 감염 

영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카운티 임원이 

지역 보건 담당자와 

협의하여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가능하면 각 가구 단위(친목 

모임 포함) 간 물리적 

거리두기 실시 

강력히 권장함 강력히 권장함 강력히 권장함 

위생 수칙 강력히 권장함 강력히 권장함 강력히 권장함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기 필수 필수 필수 

공중보건부 격리 지침 

따르기 
필수 필수 필수 

회사 

모든 회사 

 

● 회사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가구 단위 간 최소 6피트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게시판에 COVID-19 증상을 적고, 증상이 있는 직원과 고객에게는 자가 격리할 

것을 요청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장려합니다. 

● 가능하면 다른 픽업 옵션을 제공합니다(예: 도로변 픽업, 배송, 테이크아웃) 

●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 계산대와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에 특수 아크릴 수지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합니다(가능한 경우) 

● 화장실을 매일 두 번 이상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아프거나 고위험군인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tay Safe to Stay Open 캠페인(또는 COVID-19 확산 방지 목적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유사한 업계 공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공공 집회나 행사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부페 포함)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일행 사이에 항상 최소 

6피트 거리두기(대기실과 

자리 착석 시 포함) 

자리 착석 시, 각 일행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장하며, 대기실에서는 

필수입니다 

일행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유흥업소·바 

일행 사이에 항상 최소 

6피트 거리두기(대기실과 

자리 착석 시 포함) 

일행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장함 - 수용 인원을 75%로 

제한하되, 고객은 다른 

일행과 어울릴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행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coronavirus-download.utah.gov/business/COVID-19_Business_Packet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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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공연 행사, 영화관, 

스포츠 이벤트, 결혼식,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공공 

모임이 가능한 모든 시설. 

- 마스크 착용 필수 - 공연 중인 공연자/운동선수는 제외 

- 행사 관리 템플릿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각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운영 업무를 적합하게 수정해야 함 - 유타주 

보건당국(UDOH)에서 지원하는 중증도 수정에 대한 지역 보건부의 재량권 

- 각 가구 단위 사이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 

 

- 가구 단위 간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예외는 카운티 임원이 지역 

보건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14일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예외 

적용이 드물고 이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 각 가구 단위 사이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 

 

- 가구 단위 간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예외는 카운티 임원이 지역 

보건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14일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권장하지 

않지만, 고위험 상태보다 더 

빈번할 수 있습니다. 

- 각 가구 단위 간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장하며, 가구 

단위 사이에 물리적 

거리두기 없이 나란히 앉는 

것을 허용합니다. 

 

학교 학교 매뉴얼과 유타주 교육청의 등교 재개 계획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K-12 학교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 USHE/개별 대학교 등교 재개 계획을 참조하세요. 

 

https://coronavirus-download.utah.gov/business/Yellow/COVID_19_Event_Planning_Template.pdf
https://coronavirus-download.utah.gov/School/COVID-19_School_Manual_FINAL.pdf
https://schools.utah.gov/file/5997f53e-85ca-4186-83fe-932385ea76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