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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녀녀가가  코코로로나나1199에에  노노출출되되었었거거나나  확확진진  판판정정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이이제제  무무엇엇을을  해해야야  할할까까요요??  

함께 노력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자녀녀가가  코코로로나나1199  확확진진  판판정정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일일  차차  

n 자녀는 지정된 장소로 안내되며, 교장 

선생님이 자녀의 픽업을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n 학교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n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대로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5일일  차차  

n 자녀의 증상을 계속 관찰합니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열이 발생하지 

않은 이후에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n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1100일일  차차  

n 자녀가 10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해제되었습니다. 

n 학교에서 자녀의 학교 복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n Daily Pass를 확인하여 자녀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n 자녀는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90일간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n 14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증상을 

관찰하십시오. 
        

백백신신  접접종종을을  받받지지  않않은은  자자녀녀가가  

확확진진자자와와  밀밀접접  접접촉촉한한  것것으으로로  

확확인인되되었었습습니니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n 자녀는 지정된 장소로 안내되며, 교장 

선생님이 자녀의 픽업을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n 자녀에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무증상 학생은 증증상상이이  나나타타나나지지  

않않더더라라도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n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대로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n 자녀가 5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n 자녀는 5일 차 이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n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n 양성 판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n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n 증상을 계속 관찰합니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열이 

발생하지 않은 이후에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n 자녀는 8일 차에 증상이 없어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음성 판정 검사 결과를 

지참해야 합니다. 

n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백백신신  접접종종을을  받받은은  자자녀녀가가  

확확진진자자와와  밀밀접접  접접촉촉한한  것것으으로로  

확확인인되되었었습습니니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n 자녀에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n 자녀에게 5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학교의 정규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n 자녀에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계속 

관찰하십시오. 

n 자녀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확진자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n 자녀에게 14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n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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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녀녀가가  코코로로나나1199에에  노노출출되되었었거거나나  확확진진  판판정정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이이제제  무무엇엇을을  해해야야  할할까까요요??  

함께 노력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자녀녀가가  코코로로나나1199  확확진진  판판정정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일일  차차  

n 자녀는 지정된 장소로 안내되며, 교장 

선생님이 자녀의 픽업을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n 학교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n 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대로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5일일  차차  

n 자녀의 증상을 계속 관찰합니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열이 발생하지 

않은 이후에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n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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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었습니다. 

n 학교에서 자녀의 학교 복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n Daily Pass를 확인하여 자녀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n 자녀는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90일간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n 14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증상을 

관찰하십시오. 
        

백백신신  접접종종을을  받받지지  않않은은  자자녀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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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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