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ward Virginia
2020년 5월 8일



데이터 메트릭



확진 사례, 보고 날짜별

보고 사례
7일 이동 평균



일일 피검사자

피검사자 수
피검사자 수의 7일간 이동 평균



양성 검사

양성 결과
피검사자 수
양성 백분율, 7일 이동 평균



PPE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병원 수
7일 이동 평균



사용 중인 병원 침상

수요 급증 시
수용력

전체 침상 수

사용 중인
침상

COVID-19 
환자가 사용
중인 침상



병원 내 양성 환자 수

7일 이동 평균

입원한 총
COVID-19 환자

ICU 내 COVID-19 
환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COVID-19 환자



증가율

두 배 증가한 날짜

전
체
사
례

날짜



Forward Virginia 1단계



1단계:

• 가정에 머물 것 - 특히 몸이 약할 경우

• 10명 이상의 사회적 모임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 원격 근무

•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장

• 사업 제한 사항 개정



현재 1단계

비필수 소매점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개시 50%의 수용률로 개시

식당 및 식음료 서비스 포장 및 배달 포장 및 배달, 외부 좌석을 50% 
이하로 수용

오락 및 여가 시설 폐쇄 폐쇄

피트니스 및 운동 시설 폐쇄 폐쇄(실외 피트니스에 한함)

해변 운동 및 낚시만 허용 운동 및 낚시만 허용

Forward Virginia: 1단계
가정 내 격리 명령의 1단계 변경 사항:



현재 1단계

종교 시설 드라이브 인 서비스,
10명 이하

드라이브 인 서비스
50% 이하의 내부 수용률

미용실 폐쇄 예약 이용만 가능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덮개 필수

사설 캠핑 시설 폐쇄 개장

주립 공원 낮에만 개장 낮에 이용 가능, 밤에는 폐쇄

보육 시설 맞벌이 가정을 위해 개장 맞벌이 가정을 위해 개장

야간 여름 캠프 폐쇄 폐쇄

Forward Virginia: 1 단계
가정 내 격리 명령의 1단계 변경 사항:



현재 1단계

모임 10인 이하 10인 이하

원격 근무 매우 권장 매우 권장

마스크 매우 권장 매우 권장

Forward Virginia: 1단계
가정 내 격리 명령의 1단계 변경 사항:



현재 1단계

비필수 소매점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개시 50% 이하의 내부 수용률

식당 및 식음료 서비스 포장 및 배달 포장 및 배달, 외부 좌석을 50% 이하로 수용

오락 및 공공 여가 시설 폐쇄 폐쇄

피트니스 및 운동 시설 폐쇄 폐쇄(실외 피트니스 수업에 한함)

해변 운동 및 낚시만 허용 운동 및 낚시만 허용

모임 10인 이하 10인 이하

원격 근무 매우 권장 매우 권장

마스크 매우 권장 매우 권장

아동 돌봄 시설 맞벌이 가정을 위해 개장 맞벌이 가정을 위해 개장

종교 시설 드라이브 인 서비스, 10명 이하 드라이브 인 서비스, 50% 이하의 수용률

미용실 폐쇄 예약 이용만 가능

사설 캠핑 시설 폐쇄 개장

야간 여름 캠프 폐쇄 폐쇄

주립 공원 낮에만 이용 낮에 이용 가능, 밤에는 폐쇄

학교 폐쇄 폐쇄

Forward Virginia: 1단계



질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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