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학생들의 격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과 같은 완화 전략이 어떻게 학생들의 대면

GCPS에서의 마스크 사용…

수업과 학습을 돕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의 모든 시설과
이러한 격리 요구 조건은

다음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학교에서 접촉한 적이 있으나 증상은 COVID-19 양성 반응을
없는 학생용 시나리오입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용 격리 요구 조건은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마스크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인 자가 안면 가리개를
적합하게 착용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밀접 접촉한 학생이

학교에서 밀접 접촉한 학생이

만일

확산 우려로 인해 CDC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스크는 GCPS의 마스크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능 기간에 그 사람과 15분 이상 6피트 이하의

안면 가리개도 착용하였다면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격리 중 증상이

안면 가리개는 착용하였다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타인으로부터 분리해 검사를

않아도 되나요?

안면 가리개도 착용하지

다음에 해당될 때:

격리

유의: 많은 케이스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의 결과이나 일부는 학교에서의 밀접 접촉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케이스가 교실 또는 그룹에서 연속 발생할 경우 격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밀접 접촉한 학생이

• 접촉이 있기 90일 이전에 COVID-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 또는
교직원과 밀접 접촉자가 모두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마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의

• 백신 접종을 마침 (마지막 백신을 맞은 후 2주 경과);

•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이나

백신 접종을

밖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백신

받아야 합니다.

어떨 때 학생이나 교직원이 집에서 격리하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고

가정에서 밀접 접촉한 학생이

격리 과정…
격리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백신 접종은 마치지 않았으나

않았다면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가정에서(학교

망사 직물로 된 마스크는 바이러스 입자의 배출과

밀접 접촉자에는 COVID-19 양성인 사람의 전염

백신 접종을 마치고

격리 불필요

만일

합니다. 숨 내쉼용 밸브나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와

밀접 접촉자…

격리 불필요

만일

스쿨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격리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격리가 요구됩니다.
가족들께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마스크 사용 강화, 12세 이상 적격한 자녀들의 백신 접종, 실내에서와 야외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특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 관한 CDC 지침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데

바이러스에 노출된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밀접
접촉은 밀접 접촉자인 학생에게만 적용됨)

격리 중 학생들은 eCLASS를 통해 또는 교사가
제공한 학습 자료를 통해 자신의 과제물을 이용해
비동시적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학생들의 출석과 학습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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